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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mazon DynamoDB?
Amazon DynamoDB 개발자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Amazon DynamoDB는 완전관리형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서 원활한 확장성과 함께 빠르고 예측 가
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DynamoDB는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크기 조정하는 데 따른 관리 부담을
줄여서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설정 및 구성, 복제,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클러스터 크기 조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또한 DynamoDB는 유휴 시 암호화를 제공하여 중요한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운영 부담
및 복잡성을 제거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1070)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를 통해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 및 검색하고 어느 수준의 요청 트래픽도 처리할 수 있는 데이
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운타임 또는 성능 저하 없이 테이블의 처리 능력을 확장 또는 축소
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리소스 사용률 및 성능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
니다.
DynamoDB는 온디맨드 백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테이블의 전체 백업을 생성하여 규제 준수 요건
맞도록 장기간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사
용 (p. 629)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대해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하고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 기능을 사용하면 우발적인 쓰기 또는 삭제 작업으로부터 테이블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사용하면 최근 35일 중 원하는 시점으로 테이블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특정 시점으로 복구: 작동 방식 (p. 650)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는 만료된 항목을 테이블에서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으므로 스토리지 사용량과 더 이상 관련 없
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유지 시간(TTL)을 사용하여 항목
만료 (p. 375)을 참조하십시오.

높은 가용성 및 내구성
DynamoDB는 테이블의 데이터와 트래픽을 충분한 수의 서버로 자동 분산하여 처리량 및 스토리지 요구 사
항을 처리하면서도 일관되고 빠른 성능을 유지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SSD(Solid State Disk)에 저장되고
AWS 리전의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자동 복제되기 때문에 확실한 고가용성과 데이터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전역 테이블을 사용하여 AWS 리전 간에 DynamoDB 테이블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글로벌
테이블 - DynamoDB의 다중 리전 복제 (p. 302)을 참조하십시오.

Getting started with DynamoDB
다음 단원을 읽고 시작하면 도움이 됩니다.
• Amazon DynamoDB: 작동 방식 (p. 2) - 기본 DynamoDB 개념 학습하기
• DynamoDB 설정 (p. 48) - DynamoDB(다운로드 가능 버전 또는 웹 서비스) 설정 방법 학습하기
• DynamoDB 액세스 (p. 57) - 콘솔, AWS CLI 또는 API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액세스하는 방법 학습
하기
여기에서 DynamoDB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Getting started with DynamoDB (p. 61)
•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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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DynamoDB 및 AWS SDK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p. 152)
• 테이블, 항목, 쿼리, 스캔 및 인덱스 작업 (p. 276)
성능을 극대화하고 처리량(throughput)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찾으려면 DynamoDB를 사용한 설
계 및 아키텍처 설계 모범 사례 (p. 1169)를 참조하십시오. DynamoDB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하는 방법은 리
소스에 태그 및 레이블 추가 (p. 326) 단원을 참조하세요.
모범 사례, 방법 가이드 및 도구에 대해서는 Amazon DynamoDB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AWS DMS)를 사용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MongoDB에서
DynamoDB 테이블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MongoDB를 마이그레이션 소스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MongoDB를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의 소스로 사용을 참조하세요. DynamoDB를 마이그레이션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면 Amazon DynamoDB 데이터베이스를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의 대상으로 사용을 참조하세요.

DynamoDB 자습서
다음 자습서에서는 DynamoDB를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절차를 보여줍니다. 이 자습서는
AWS 프리 티어로 완료할 수 있으며 DynamoDB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 NoSQL 키-값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구축
• Amazon DynamoDB를 사용하여 NoSQL 테이블 생성 및 쿼리

Amazon DynamoDB: 작동 방식
다음 단원에서 Amazon DynamoDB 서비스 구성 요소 및 요소 간 상호 작용 방식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 도입부를 읽은 후에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에서
샘플 테이블 만들기, 데이터 업로드, 몇 가지 기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좋습
니다.
샘플 코드가 있는 언어별 자습서에 관한 내용은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주제
• Amazon DynamoDB의 핵심 구성 요소 (p. 2)
•
•
•
•

DynamoDB API (p. 8)
Amazon DynamoDB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및 이름 지정 규칙 (p. 11)
읽기 정합성 (p. 15)
읽기/쓰기 용량 모드 (p. 15)

• 테이블 클래스 (p. 20)
• 파티션 및 데이터 배포 (p. 20)

Amazon DynamoDB의 핵심 구성 요소
DynamoDB에서 테이블, 항목 및 속성이 작업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테이블은 항목의 컬렉션이고 각 항
목은 속성의 컬렉션입니다. DynamoDB는 기본 키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각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하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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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를 사용하여 보다 유연하게 쿼리를 작성하도록 해 줍니다. DynamoDB Streams를 사용해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 수정 이벤트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
량 (p. 1264)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비디오에서는 테이블, 항목 및 속성에 대해 소개합니다.
테이블, 항목 및 속성

테이블, 항목 및 속성
다음은 기본 DynamoDB 구성 요소입니다.
• 테이블 -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DynamoDB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테이블은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가족 또는 기타 관심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People이라는 예제 테이블을 살펴 봅니다. 또한 Cars 테이블에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정
보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각 테이블에는 0개 이상의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은 모든 기타 항목 중에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들의 집합입니다. People 테이블에서 각 항목은 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Cars 테이블의 경우 각 항목은
차량 한 대를 나타냅니다. DynamoDB의 항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행, 레코드
또는 튜플과 유사합니다. DynamoDB에서는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는 항목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속성 - 각 항목은 하나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속성은 기본적인 데이터 요소로서 더 이상 나뉠 필요
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People 테이블의 항목에는 PersonID, LastName, FirstName 등의 속성이 있
습니다. Department 테이블의 경우 항목에 DepartmentID, Name, Manager 등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속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필드 또는 열과 유사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몇 가지 예제 항목과 속성이 있는 People이라는 테이블을 보여 줍니다.

People
{

}
{

}
{

"PersonID": 101,
"LastName": "Smith",
"FirstName": "Fred",
"Phone": "555-4321"

"PersonID": 102,
"LastName": "Jones",
"FirstName": "Mary",
"Address": {
"Street": "123 Main",
"City": "Anytown",
"State": "OH",
"ZIPCode": 12345
}

"PersonID": 103,
"LastName": "Stephens",
"FirstName": "Howard",
"Address": {
"Street": "123 Main",
"City": "London",
"PostalCode": "ER3 5K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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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iteColor": "Blue"

People 테이블에 대해 다음을 알아 두십시오.
• 테이블의 각 항목에는 항목을 테이블의 다른 모든 항목과 구별해 주는 고유 식별자인 기본 키가 있습니다.
People 테이블에서 기본 키는 한 개의 속성(PersonID)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키를 제외하고, People 테이블에는 스키마가 없습니다. 이는 속성이나 데이터 형식을 미리 정의할 필
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에는 자체의 고유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속성은 스칼라인데, 이는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열 및 숫자가 스칼라의 일
반적인 예입니다.
• 일부 항목에는 중첩된 속성(Address)이 있습니다. DynamoDB는 최대 32개 깊이 수준까지 중첩된 속성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음악 파일을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Music이라는 다른 예제 테이블입니다.

Music
{

}
{

}
{

}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My Dog Spot",
"AlbumTitle": "Hey Now",
"Price": 1.98,
"Genre": "Country",
"CriticRating": 8.4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Somewhere Down The Road",
"AlbumTitle": "Somewhat Famous",
"Genre": "Country",
"CriticRating": 8.4,
"Year": 1984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Still in Love",
"AlbumTitle": "The Buck Starts Here",
"Price": 2.47,
"Genre": "Rock",
"PromotionInfo": {
"RadioStationsPlaying": {
"KHCR",
"KQBX",
"WTNR",
"WJJH"
},
"TourDates": {
"Seattle": "20150622",
"Cleveland": "20150630"
},
"Rotation": "Heavy"
}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Look Out,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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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bumTitle": "The Buck Starts Here",
"Price": 0.99,
"Genre": "Rock"

Music 테이블에 대해 다음을 알아 두십시오.
• Music의 기본 키는 두 개의 속성(Artist 및 SongTitl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의 각 항목이 이러한
두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rtist와 SongTitle의 조합은 테이블의 각 항목을 다른 모든 항목과 구별
해 줍니다.
• 기본 키를 제외하고, Music 테이블에는 스키마가 없습니다. 이는 속성이나 데이터 형식을 미리 정의할 필
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에는 자체의 고유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항목 중 하나에 중첩된 속성(PromotionInfo)이 있는데, 이 속성에 다른 중첩된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ynamoDB는 최대 32개 깊이 수준까지 중첩된 속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키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테이블 이름 외에도 테이블의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 키는 테이블의 각 항목
을 나타내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따라서 두 항목이 동일한 키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DynamoDB는 두 가지의 기본 키를 지원합니다.
• 파티션 키 - 파티션 키로 알려진 하나의 속성으로 구성되는 단순 기본 키
DynamoDB는 내부 해시 함수에 대한 입력으로 파티션 키 값을 사용합니다. 해시 함수 출력에 따라 항목을
저장할 파티션(DynamoDB 내부의 물리적 스토리지)이 결정됩니다.
파티션 키로만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에서는 어떤 두 개의 테이블 항목도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가질 수 없
습니다.
테이블, 항목 및 속성 (p. 3)에 설명된 People 테이블은 단순 기본 키(PersonID)를 사용하는 테이블의
예입니다. People 테이블의 모든 항목은 해당 항목의 PersonId 값을 제공하여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 복합 기본 키로 지칭되는 이 형식의 키는 두 개의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속
성은 파티션 키이고, 두 번째 속성은 정렬 키입니다.
DynamoDB는 내부 해시 함수에 대한 입력으로 파티션 키 값을 사용합니다. 해시 함수 출력에 따라 항목을
저장할 파티션(DynamoDB 내부의 물리적 스토리지)이 결정됩니다. 파티션 키 값이 동일한 모든 항목은 정
렬 키 값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함께 저장됩니다.
파티션 키와 정렬 키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에서는 여러 항목이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템의 정렬 키 값은 달라야 합니다.
테이블, 항목 및 속성 (p. 3)에 설명된 Music 테이블은 복합 기본 키(Artist 및 SongTitle)를 사용하는 테
이블의 예입니다. Music 테이블의 모든 항목은 해당 항목의 Artist 및 SongTitle 값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복합 기본 키를 사용하면 보다 유연하게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tist 값만 제공하는 경
우, DynamoDB는 해당 아티스트의 모든 노래를 검색합니다. Artist 값과 함께 SongTitle 값 범위를 입력하
여 특정 아티스트의 노래 중 일부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Note
항목의 파티션 키를 해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해시 속성이라는 용어는 파티션 키 값에 따라 파티
션에 데이터 항목을 고르게 분산하는 DynamoDB의 내부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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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정렬 키를 범위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범위 속성이라는 용어는 DynamoDB가 파티션 키가
동일한 항목을 정렬 키 값을 기준으로 정렬된 순서로 물리적으로 서로 가깝게 저장하는 방식에서 유
래합니다.
각 기본 키 속성은 스칼라여야 합니다(즉, 단일 값만 가질 수 있음). 기본 키 속성에 허용되는 데이터 형식은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뿐입니다. 다른 키가 아닌 속성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보조 인덱스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면 기본 키에 대한 쿼리는
물론이고 대체 키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데이터도 쿼리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덱스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쿼리할 때 애플리케이션에 보다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테
이블에서 보조 인덱스를 생성한 후에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인덱스를 지원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 - 파티션 키 및 정렬 키가 테이블과 다를 수 있는 인덱스입니다.
• 로컬 보조 인덱스 - 기본 테이블과 파티션 키는 동일하지만 정렬 키가 다른 인덱스입니다.
DynamoDB의 각 테이블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20개(기본 할당량)와 로컬 보조 인덱스 5개의 할당량이 있
습니다.
앞에 나온 Music 테이블 예제에서는 Artist(파티션 키)를 기준으로 또는 Artist와 SongTitle(파티션 키와 정렬
키)을 기준으로 데이터 항목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Genre 및 AlbumTitle로도 데이터를 쿼리하고 싶다면 어
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Genre 및 AlbumTitle에 대해 인덱스를 생성한 후 Music 테이블을 쿼리한
방법대로 인덱스를 쿼리하면 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Music 테이블과 GenreAlbumTitle이라는 새 인덱스를 보여 줍니다. 인덱스에서 Genre는
파티션 키이고, AlbumTitle은 정렬 키입니다.
Music 테이블

GenreAlbumTitle

{

{

}

{

}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My Dog Spot",
"AlbumTitle": "Hey Now",
"Price": 1.98,
"Genre": "Country",
"CriticRating": 8.4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Somewhere Down The Road",
"AlbumTitle": "Somewhat Famous",
"Genre": "Country",
"CriticRating": 8.4,
"Year": 198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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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테이블

}

{

}

GenreAlbumTitle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Still in Love",
"AlbumTitle": "The Buck Starts Here",
"Price": 2.47,
"Genre": "Rock",
"PromotionInfo": {
"RadioStationsPlaying": {
"KHCR",
"KQBX",
"WTNR",
"WJJH"
},
"TourDates": {
"Seattle": "20150622",
"Cleveland": "20150630"
},
"Rotation": "Heavy"
}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Look Out, World",
"AlbumTitle": "The Buck Starts Here",
"Price": 0.99,
"Genre": "Rock"

}

{

}

"Genre": "Rock",
"AlbumTitle": "The Buck Starts Here",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Still In Love"

"Genre": "Rock",
"AlbumTitle": "The Buck Starts Here",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Look Out, World"

GenreAlbumTitle 테이블에 대해 다음을 알아 두십시오.
• 모든 인덱스는 테이블에 속해 있는데, 이를 인덱스의 기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앞의 예제에서 Music은
GenreAlbumTitle 인덱스의 기본 테이블입니다.
• DynamoDB는 인덱스를 자동으로 유지 관리합니다. 기본 테이블의 항목을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면
DynamoDB는 해당 테이블에 속하는 모든 인덱스에서 해당 항목을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합니다.
•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기본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복사하거나 프로젝션할 속성을 지정합니다. 적어도
DynamoDB는 기본 테이블의 키 속성을 인덱스로 프로젝션합니다. GenreAlbumTitle의 경우가 그러한
데, Music 테이블의 키 속성만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GenreAlbumTitle 인덱스를 쿼리하여 특정 장르의 앨범을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예: 모든 Rock 앨범). 또한
인덱스를 쿼리하여 특정 앨범 제목이 있는 특정 장르에 속하는 모든 앨범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예: 제목이
알파벳 H로 시작하는 모든 Country 앨범).
자세한 정보는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향상 (p. 492)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 Streams
DynamoDB Streams는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 수정 이벤트를 캡처하는 선택적 기능입니다. 이러한 이
벤트에 대한 데이터가 이벤트가 발생한 순서대로 거의 실시간으로 스트림에 표시됩니다.
각 이벤트는 스트림 레코드에 의해 나타납니다. 테이블에서 스트림을 활성화하면 다음과 같은 이벤트 중 하
나가 발생할 때마다 DynamoDB Streams가 스트림 레코드를 기록합니다.
• 테이블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 스트림이 해당 속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항목의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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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이 업데이트되면 스트림이 항목에서 수정된 속성의 "사전" 및 "사후"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 테이블에서 항목이 삭제되면 스트림이 항목이 삭제되기 전에 전체 항목의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각 스트림 레코드에는 또한 테이블의 이름, 이벤트 타임스탬프 및 다른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
트림 레코드의 수명은 24시간이며, 24시간이 지나면 스트림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DynamoDB Streams를 AWS Lambda와 함께 사용하면 트리거, 즉 관심 있는 이벤트가 스트림에 나타날 때마
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고객 정보가 들어 있는 Customers 테이
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 고객마다 "환영" 이메일을 보내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해당 테이블에
스트림을 활성화한 다음, 스트림을 Lambda 함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는 새로운 스트림 레
코드가 표시될 때마다 실행되지만, Customers 테이블에 추가된 새로운 항목만 처리합니다. EmailAddress
속성이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 Lambda 함수는 Amazon Simple Email Service(Amazon SES)를 호출하여 해
당 주소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Note
이 예제에서 마지막 고객인 Craig Roe는 EmailAddress가 없어 이메일을 받지 못합니다.
트리거뿐만 아니라 DynamoDB Streams는 AWS 리전 내나 리전 간의 데이터 복제, DynamoDB 테이블의 구
체화된 데이터 보기, Kinesis 구체화된 보기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등의 강력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 API
Amazon DynamoDB를 사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몇 가지 간단한 API 작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작업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주제
• 컨트롤 플레인 (p. 9)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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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영역 (p. 9)
• DynamoDB Streams (p. 10)
• 트랜잭션 (p. 10)

컨트롤 플레인
제어 영역 작업을 사용하면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덱스, 스트림 및 테이
블에 따라 다른 다양한 객체를 사용하도록 해 줍니다.
• CreateTable - 새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하나 이상의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고 테이블에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DescribeTable - 기본 키 스키마, 처리량 설정, 인덱스 정보와 같은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 ListTables - 모든 테이블의 이름을 목록으로 반환합니다.
• UpdateTable - 테이블 또는 해당 인덱스의 설정을 수정하거나, 테이블에서 새 인덱스를 생성 또는 제거
하거나, 테이블의 DynamoDB Streams 설정을 수정합니다.
• DeleteTable - DynamoDB에서 테이블 및 해당 종속적 객체 모두를 제거합니다.

데이터 영역
데이터 플레인 작업은 테이블의 데이터에 대해 생성, 읽기, 업데이트 및 삭제(CRUD)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
줍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 영역 작업을 사용하여 보조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PartiQL - Amazon DynamoDB용 SQL 호환 쿼리 언어 (p. 461)을 사용하여 이러한 CRUD 작업을 수행할 수
도 있고 각 작업을 고유한 API 호출로 구분하는 DynamoDB의 클래식 CRUD AP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artiQL - SQL 호환 쿼리 언어
• ExecuteStatement -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읽습니다. 테이블에서 단일 항목을 쓰거나 업데이트할 수
도 있습니다. 단일 항목을 쓰거나 업데이트할 때는 기본 키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 BatchExecuteStatement -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쓰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읽습니다. 항목을 쓰거나
읽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를 한 번만 왕복하면 되므로 ExecuteStatement보다 더 효율적입니
다.

클래식 API
데이터 생성
• PutItem - 테이블에 단일 항목을 씁니다. 기본 키 속성은 꼭 지정해야 하지만 다른 속성은 지정하지 않아
도 됩니다.
• BatchWriteItem - 테이블에 최대 25개의 항목을 씁니다. 항목을 쓸 때 애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를 한
번만 왕복하면 되므로 PutItem을 여러 번 호출하는 것보다 이 작업이 효율적입니다. 하나 이상의 테이블
에서 여러 항목을 삭제하는 경우에 BatchWriteItem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읽기
• GetItem - 테이블에서 단일 항목을 가져옵니다. 원하는 항목의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전체 항목 또
는 속성 일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 BatchGetItem -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최대 100개의 항목을 가져옵니다. 항목을 읽을 때 애플리케이
션이 네트워크를 한 번만 왕복하면 되므로 GetItem을 여러 번 호출하는 것보다 이 작업이 효율적입니다.
• Query - 특정 파티션 키가 있는 모든 항목을 가져옵니다. 파티션 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체 항목 또는
속성 일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렬 키 값에 조건을 적용하여 파티션 키가 동일한 데이터의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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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집합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파티션 키와 정렬 키가 모두 있는 경우 이러한 작업을 테이블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덱스에 파티션 키와 정렬 키가 모두 있는 경우 이러한 작업을 인덱스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Scan - 지정한 테이블 또는 인덱스의 모든 항목을 가져옵니다. 전체 항목 또는 속성 일부만 가져올 수 있습
니다. 선택 사항으로, 필터링 조건을 적용하여 필요한 값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 UpdateItem - 항목에서 하나 이상의 속성을 수정합니다. 수정하려는 항목의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기존 속성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업데이트를 수행하
여 사용자 정의 조건을 만족할 때만 업데이트가 수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으로, 원자성 카운
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쓰기 요청과 충돌하지 않고도 숫자 속성을 증감합니다.

데이터 삭제
• DeleteItem - 테이블에서 단일 항목을 삭제합니다. 삭제하려는 항목의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 BatchWriteItem -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최대 25개의 항목을 삭제합니다. 항목을 삭제할 때 애플리케
이션이 네트워크를 한 번만 왕복하면 되므로 DeleteItem을 여러 번 호출하는 것보다 이 작업이 효율적입
니다. BatchWriteItem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여러 아이템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데이터 생성과 삭제에 모두 BatchWriteIte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Streams
DynamoDB Streams 작업을 사용하면 테이블에서 스트림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스트림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수정 레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ListStreams - 모든 스트림 목록 또는 특정 테이블의 스트림만 반환합니다.
• DescribeStream - 해당 Amazon 리소스 이름(ARN) 및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몇 개 스트림 레코드를 읽
기 시작할 수 있는 위치와 같은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 GetShardIterator - 샤드 반복자를 반환합니다. 샤드 반복자는 애플리케이션이 스트림에서 레코드를
가져오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 GetRecords - 지정된 샤드 반복자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스트림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트랜잭션
트랜잭션은 원자성, 일관성, 격리 및 내구성(ACID)을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더 쉽
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PartiQL - Amazon DynamoDB용 SQL 호환 쿼리 언어 (p. 461)을 사용하여 트랜잭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 각 작업을 고유한 API 호출로 구분하는 DynamoDB의 클래식 CRUD API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artiQL - SQL 호환 쿼리 언어
• ExecuteTransaction - 양자택일 결과가 보장되는 테이블 내와 테이블 간 모두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CRUD 작업을 허용하는 배치 작업입니다.

클래식 API
• TransactWriteItems - 양자택일 결과가 보장되는 테이블 내와 테이블 간 모두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Put, Update 및 Delete 작업을 허용하는 배치 작업입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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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actGetItems -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가져오는 Get 작업을 허용하는 배치 작업입
니다.

Amazon DynamoDB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및 이
름 지정 규칙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이름 지정 규칙 및 DynamoDB가 지원하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한된 데이터 형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유형 (p. 1269)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이름 지정 규칙 (p. 11)
• 데이터 유형 (p. 11)

이름 지정 규칙
DynamoDB의 테이블, 속성 및 기타 객체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름은 의미 있고 간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roducts, Books, Authors와 같이 이름은 쉽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DynamoDB의 이름 지정 규칙입니다.
• 모든 이름은 UTF-8로 인코딩되어야 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테이블 이름 및 인덱스 이름은 3~255자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문자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a-z
• A-Z
• 0-9
• _ (밑줄)
• -(대시)
• .(점)
• 속성 이름은 1자 이상이고 크기가 64KB 미만이어야 합니다. 속성 이름을 최대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
니다. 이렇게 하면 속성 이름이 스토리지 및 처리량 사용량 측정에 포함되므로 사용되는 읽기 요청 단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 이름은 255자 이내여야 합니다.
• 보조 인덱스 파티션 키 이름
• 보조 인덱스 정렬 키 이름
• 사용자 지정 프로젝션 속성 이름(로컬 보조 인덱스에만 적용 가능).

예약어 및 특수 문자
DynamoDB에 예약어 목록과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DynamoDB의 전체 예약어 목록은 DynamoDB의 예약
어 (p. 1332) 단원을 참조하세요. 또한 DynamoDB에서 #(해시) 및 :(콜론)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DynamoDB에서 이러한 예약어 및 특수 문자를 이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표현식에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자리 표시자 변수를 정의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p. 355)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유형
DynamoDB는 테이블 내 속성에 대해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지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
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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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라 형식 - 스칼라 형식은 하나의 값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 형식은 숫자, 문자열, 이진수, 부울
및 Null입니다.
• 문서 형식 - 문서 형식은 중첩된 속성이 있는 복잡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JSON 문
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서 형식은 목록 및 맵입니다.
• 집합 형식 - 집합 형식은 여러 스칼라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집합 형식은 문자열 집합, 숫자 집합 및 이
진수 집합입니다.
테이블이나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각 기본 키 속성(파티션 키 및 정렬 키)의 이름 및 데이터 형식을 지정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기본 키 속성은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형식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DynamoDB는 스키마 없는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기본 키 속성 외에는 다른
속성이나 데이터 형식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생
성할 때 각 열의 이름 및 데이터 형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데이터 형식을 JSON 형식의 예제와 함께 설명한 것입니다.

스칼라 형식
스칼라 형식은 숫자, 문자열, 이진수, 부울 및 Null입니다.

숫자
번호는 양수, 음수 또는 0일 수 있습니다. 숫자는 최대 38자릿수까지 지원됩니다. 이 제한을 초과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 양의 범위: 1E-130 ~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E+125
• 음의 범위: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E+125 ~ -1E-130
DynamoDB에서 숫자는 가변 길이로 나타냅니다. 앞과 끝의 0은 잘립니다.
모든 숫자는 언어와 라이브러리 간의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DynamoDB에 문자열로 전
송됩니다. 하지만 DynamoDB는 해당 문자열을 연산 작업에서 숫자 형식 속성으로 처리합니다.

Note
숫자 정밀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숫자 형식에서 변환된 문자열을 사용하여 숫자를 DynamoDB로 전
달해야 합니다.
번호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면 날짜 또는 타임스탬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1970년 1월 1일 00:00:00 UTC 이후 경과된 시간(초)인 epoch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poch
시간 1437136300은 2015년 7월 17일 오후 12:31:40 UTC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Unix_time을 참조하십시오.

문자열
문자열은 UTF-8 이진수 인코딩을 사용하는 유니코드입니다. 속성이 인덱스 또는 테이블의 키로 사용되지 않
고 최대 DynamoDB 항목 크기 제한인 400KB로 제한되는 경우 문자열의 최소 길이는 0일 수 있습니다.
문자열 형식으로 정의된 기본 키 속성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단순 기본 키의 경우 첫 번째 속성 값(파티션 키)의 최대 길이는 2048바이트입니다.
• 복합 기본 키의 경우 두 번째 속성 값(정렬 키)의 최대 길이는 1024바이트입니다.
DynamoDB는 기본 UTF-8 문자열 인코딩의 바이트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수집하고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a" (0x61)"은 "A" (0x41)보다 크고, "¿" (0xC2BF)는 "z" (0x7A)보다 큽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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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면 날짜 또는 타임스탬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와 같이 ISO 8601
문자열을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2016-02-15
• 2015-12-21T17:42:34Z
• 20150311T122706Z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ISO_8601을 참조하십시오.

Note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DynamoDB는 기본적으로 날짜 및 시간 데이터 유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Unix epoch 시간을 사용하여 날짜 및 시간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 유형으로 저장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진수
이진수 형식의 속성에는 압축 텍스트, 암호화 데이터 또는 이미지 같은 모든 이진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습
니다. DynamoDB는 이진수 값을 비교할 때마다 이진수 데이터의 각 바이트를 부호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
다.
속성이 인덱스 또는 테이블의 키로 사용되지 않고 최대 DynamoDB 항목 크기 제한인 400KB로 제한되는 경
우 이진 속성의 길이는 0일 수 있습니다.
이진수 형식 속성으로 기본 키 속성을 정의하는 경우 다음 추가 제약이 적용됩니다.
• 단순 기본 키의 경우 첫 번째 속성 값(파티션 키)의 최대 길이는 2048바이트입니다.
• 복합 기본 키의 경우 두 번째 속성 값(정렬 키)의 최대 길이는 1024바이트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를 DynamoDB로 보내기 전에 Base64 인코딩 형식으로 이진수 값을 인코딩해야
합니다. DynamoDB가 이러한 값을 받아 데이터를 부호가 없는 바이트 배열로 디코딩하고 이진수 속성 길이
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base64 인코딩 텍스트를 사용하여 이진수 속성을 나타낸 예제입니다.
dGhpcyB0ZXh0IGlzIGJhc2U2NC1lbmNvZGVk

부울
부울 형식의 속성은 true 또는 false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Null
Null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의되지 않은 상태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문서 형식
문서 형식은 목록 및 맵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형식은 서로 중첩이 가능하여 최대 32개 깊이 수준의 복잡한
데이터 구조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록 또는 맵 내 값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값을 포함하는 항목이 DynamoDB 항목 크기 제한(400KB)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성이 테이블 또는 인덱스 키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속성 값은 빈 문자열이거나 빈 이진 값일 수 있습니다.
속성 값은 빈 집합(문자열 집합, 숫자 집합 또는 이진 집합)일 수 없지만 빈 목록 및 맵은 허용됩니다. 목록과
맵 내에서는 빈 문자열과 이진 값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ttributes (p. 1270)을 참조하십시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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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목록 형식 속성은 순서가 지정된 값 모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대괄호([ ... ])로 묶습니다.
목록은 JSON 배열과 유사합니다. 목록 요소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 목록 요소
에 있는 요소의 형식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문자열과 하나의 숫자를 포함하는 목록 예제입니다.
FavoriteThings: ["Cookies", "Coffee", 3.14159]

Note
DynamoDB는 각 요소가 깊게 중첩되었다고 해도 목록 내의 개별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맵
맵 형식 속성은 정렬되지 않은 이름-값 페어의 모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맵은 중괄호({ ... })로 묶습니
다.
맵은 JSON 객체와 유사합니다. 맵 요소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 맵에 형식이
다른 요소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맵은 DynamoDB에 JSON 문서를 저장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문자열, 숫자 및 다른 맵을 포함하는 중
첩 목록이 저장된 맵을 나타내는 예제입니다.
{

}

Day: "Monday",
UnreadEmails: 42,
ItemsOnMyDesk: [
"Coffee Cup",
"Telephone",
{
Pens: { Quantity : 3},
Pencils: { Quantity : 2},
Erasers: { Quantity : 1}
}
]

Note
DynamoDB는 각 요소가 깊게 중첩되었다고 해도 맵 내의 개별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집합
DynamoDB에서도 숫자, 문자열 또는 이진수 값의 집합을 나타내는 형식을 지원합니다. 집합 내의 모든 요소
의 형식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집합 형식의 속성은 숫자만 포함할 수 있으며, 문자열 집합은 문
자열만 포함할 수 있는 식입니다.
집합 내 값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값을 포함하는 항목이 DynamoDB 항목 크기 제한(400KB)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합 내의 각 값은 고유해야 합니다. 집합 내 값의 순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이 집합
내에서 요소가 특정 순서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DynamoDB는 빈 집합을 지원하
지 않지만 집합 내에서 빈 문자열과 이진 값이 허용됩니다.
다음은 하나의 문자열 집합, 하나의 숫자 집합과 이진 집합이 포함된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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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Green", "Red"]
[42.2, -19, 7.5, 3.14]
["U3Vubnk=", "UmFpbnk=", "U25vd3k="]

읽기 정합성
Amazon DynamoDB는 전 세계의 여러 AWS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리전은 다른 AWS 리전과
독립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east-2 리전에 People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us-west-2 리전에
People이라는 테이블이 또 있는 경우 두 테이블은 완전히 별개의 테이블로 간주됩니다. DynamoDB를 사용
할 수 있는 모든 AWS 리전 목록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
요.
모든 AWS 리전은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고유한 위치로 구성됩니다. 각 가용 영역은 다른 가용 영
역의 오류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같은 리전의 다른 가용 영역에 경제적이고 지연 시간이 낮은 네트워크 연
결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한 리전의 여러 가용 영역 간 빠른 데이터 복제가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를 쓰고 HTTP 200 응답(OK)을 받을 때 쓰기가 발생하며 지속
됩니다. 보통 1초 이내에 모든 스토리지 위치의 데이터가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DynamoDB에서는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및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지원합니다.
최종적 일관된 읽기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응답에 최근 완료된 쓰기 작업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응답에는 부실 데이터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읽기 요청을 반복하면 응답이 최신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요청하면 DynamoDB는 성공한 모든 이전 쓰기 작업의 업데이트가 반영된 최신 데이
터를 포함하는 응답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관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을 수반합니다.
•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는 네트워크 지연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ynamoDB는 서버 오류(HTTP 500)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 강력한 일관된 읽기는 최종적 일관된 읽기보다 지연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는 강력히 일관된 읽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강력한 일관된 읽기는 최종적 일관된 읽기보다 처리 용량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기/쓰기
용량 모드 (p. 15)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DynamoDB는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를 사용합니다. GetItem, Query 및
Scan과 같은 읽기 작업은 ConsistentRead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
면 DynamoDB는 작업 중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사용합니다.

읽기/쓰기 용량 모드
Amazon DynamoDB에는 테이블에서 읽기 및 쓰기 처리를 위한 두 가지 읽기/쓰기 용량 모드가 있습니다.
• 온디맨드
• 프로비저닝됨(기본값, 프리 티어 이용 가능)
읽기/쓰기 용량 모드는 읽기 및 쓰기 처리량에 대한 청구 방법과 용량 관리 방법을 제어합니다. 테이블을 생
성할 때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설정하거나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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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인덱스는 기본 테이블에서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상속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읽기/쓰기 용량 모드 변경
시 고려 사항 (p. 282)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비디오에서는 테이블 용량 모드에 대해 소개합니다.
테이블 용량 모드
주제
• 온디맨드 모드 (p. 16)
• 프로비저닝된 모드 (p. 18)

온디맨드 모드
Amazon DynamoDB 온디맨드는 용량 계획 없이 초당 수천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유연한 청구 옵션입
니다. DynamoDB on-demand는 읽기 및 쓰기 요청에 대해 요청당 지불 가격을 제공하므로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온디맨드 모드를 선택하면 DynamoDB는 이전에 도달한 트래픽 수준까지 확장 또는 축소할 때 즉시 워크로
드를 수용합니다. 워크로드 트래픽 수준이 새로운 피크를 기록할 경우에는 DynamoDB가 워크로드를 수용하
기 위해 신속하게 조정을 수행합니다. 온디맨드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블은 DynamoDB가 이미 제공하는 것
과 동일한 한 자릿수 밀리초 지연 시간, 서비스 수준 계약(SLA) 약정 및 보안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테이블과
기존 테이블에 모두 온디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DynamoDB API를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모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유용한 옵션입니다.
• 알 수 없는 워크로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새로 만들 경우
•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요금제를 사용하려는 경우
요청 빈도는 DynamoDB 처리량 기본 테이블 할당량에 의해서만 제한되지만, 요청에 따라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처리량 기본 할당량 (p. 1265)을 참조하십시오.
온디맨드 방식으로 시작하려면 온디맨드 모드를 사용하도록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기본 작업 (p. 276)을 참조하십시오.
24시간마다 한 번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하
는 문제는 읽기/쓰기 용량 모드 변경 시 고려 사항 (p. 28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읽기 요청 단위 및 쓰기 요청 단위 (p. 16)
• 피크 트래픽 및 크기 조정 속성 (p. 17)
• 온디맨드 용량 모드의 초기 처리량 (p. 17)
• 읽기/쓰기 용량 모드 전환 중 테이블 동작 (p. 17)

읽기 요청 단위 및 쓰기 요청 단위
온디맨드 모드 테이블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읽기 및 쓰기 처리량을 지정할 필요
가 없습니다. DynamoDB에서는 읽기 요청 단위 및 쓰기 요청 단위의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에서
수행하는 읽기 및 쓰기에 대해 요금이 부과됩니다.
DynamoDB 읽기 요청은 강력히 일관된 읽기, 최종 읽기 일관성 또는 트랜잭션 읽기 요청일 수 있습니다.
• 최대 4KB 항목의 강력히 일관된 읽기 요청에는 하나의 읽기 요청 단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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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KB 항목의 최종 읽기 일관성 요청에는 절반의 읽기 요청 단위가 필요합니다.
• 최대 4KB 항목의 트랜잭션 읽기 요청에는 2개의 읽기 요청 단위가 필요합니다.
보다 큰 항목을 읽어야 하는 경우, DynamoDB에 추가 읽기 요청 단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총 읽기 요청
단위 수는 항목 크기 및 최종적 일관된 읽기(Eventually Consistent Read)와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항목 크기가 8KB인 경우 강력히 일
관된 읽기 1회를 지속하는 데 읽기 요청 단위 2개가 필요하고, 최종적 일관된 읽기를 선택한 경우 읽기 요청
단위 1개가 필요하고, 트랜잭션 읽기 요청의 경우 읽기 요청 단위 4개가 필요합니다.
DynamoDB 읽기 일관성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성 (p. 15) 단원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읽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DynamoDB는 위에 설명된 대로 프로비저닝
된 읽기 처리량을 계속 사용합니다.
쓰기 요청 단위 1은 최대 1KB 크기의 항목에 대해 1회 쓰기를 나타냅니다. 1KB보다 큰 항목을 써야 하는 경
우, DynamoDB가 추가 쓰기 요청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쓰기 요청은 최대 1KB 크기 항목의 1회
쓰기를 수행하는 데 2개의 쓰기 요청 단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총 쓰기 요청 단위 수는 항목 크기에 따라 결
정됩니다. 예를 들어 항목 크기가 2KB인 경우 쓰기 요청 1회를 지속하는 데 쓰기 요청 단위 2개가 필요하고,
트랜잭션 쓰기 요청의 경우 쓰기 요청 단위 4개가 필요합니다.
DynamoDB 온디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AWS 리전 목록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피크 트래픽 및 크기 조정 속성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DynamoDB 테이블은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 볼륨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
니다. 온디맨드 용량 모드의 테이블은 이전 패크 트래픽의 최대 2배 용량을 즉시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
리케이션의 트래픽 패턴이 25,000~50,000회 사이의 강력히 일관된 초당 읽기 범위 내에서 달라지고 이전 트
래픽 피크의 초당 읽기 횟수가 50,000회인 경우 온디맨드 용량 모드에서는 초당 최대 100,000회 읽기 지속적
트래픽을 즉시 수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초당 100,000회 읽기 트래픽을 지속하는 경우 해당 피크가 새로
운 이전 피크가 되어 후속 트래픽은 초당 최대 200,000회 읽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이전 피크의 2배 이상 용량이 필요한 경우 DynamoDB는 트래픽 볼륨이 증가할 때 워크로드 조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용량을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하지만 30분 이내에 이전 피크의 2배 용량을 초과할
경우 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의 트래픽 패턴이 25,000~50,000회 사이의 강력
히 일관된 초당 읽기 범위 내에서 달라지고 이전에 도달한 트래픽 피크의 초당 읽기 횟수가 50,000회인 경우
DynamoDB에서 최대 100,000회 이상 읽기를 구동하기 이전에 최소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트래픽을 늘리
는 것이 좋습니다.

온디맨드 용량 모드의 초기 처리량
최근에 처음으로 기존 테이블을 온디맨드 용량 모드로 전환했거나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새 테이블을 생성한 경우, 이전에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트래픽을 처리한 적이 없더라
도 테이블의 이전 피크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디맨드 용량 모드에서 새로 생성한 테이블: 이전 피크는 2,000회 쓰기 요청 단위 또는 6,000회 읽기 요
청 단위입니다. 이전 피크의 최대 2배를 즉시 구동할 수 있으므로 새로 생성된 온디맨드 테이블에서 최대
4,000회 쓰기 요청 단위, 12,000회 읽기 요청 단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디맨드 용량 모드로 전환된 기존 테이블: 이전 피크는 테이블이 생성된 이후 프로비저닝된 최대 쓰기 용
량 유닛 및 읽기 용량 유닛의 절반 또는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통해 새로 생성된 테이블의 설정 중 더 큰 값
입니다. 즉, 테이블은 온디맨드 용량 모드로 전환되기 전과 같은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읽기/쓰기 용량 모드 전환 중 테이블 동작
테이블을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에서 온디맨드 용량 모드로 전환할 경우 DynamoDB에서 테이블 및 파티션
의 구조가 다양하게 변경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동안 테이블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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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 및 읽기 용량 단위량과 일치하는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온디맨드 용량 모드
에서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로 다시 전환할 경우 테이블이 온디맨드 용량 모드로 설정되었을 때 도달한 이
전 피크와 일치하는 처리량을 제공합니다.

프로비저닝된 모드
프로비저닝된 모드를 선택한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초당 읽기 및 쓰기 횟수를 지정합니다.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트래픽 변경에 따라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
면 DynamoDB 사용을 정의된 요청 속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하여 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비저닝된 모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유용한 옵션입니다.
•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예측 가능한 경우
• 트래픽이 일관되거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 비용 관리를 위해 용량 요구 사항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읽기 용량 단위 및 쓰기 용량 단위
프로비저닝된 모드 테이블의 경우 읽기 용량 단위(RCU) 및 쓰기 용량 단위(WCU)의 측면에서 처리량을 지정
합니다.
• 읽기 용량 단위 1은 초당 강력히 일관된 읽기 1회 또는 초당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2회(최대 4KB 크기
항목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트랜잭션 읽기 요청은 최대 4KB 크기 항목의 초당 1회 읽기를 수행하는 데
2개의 읽기 용량 단위가 필요합니다. 4KB보다 큰 항목을 읽어야 하는 경우, DynamoDB가 추가 읽기 용
량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총 읽기 용량 단위 수는 항목 크기 및 최종적 일관된 읽기(Eventually
Consistent Read)와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 중 어느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
니다. 예를 들어 항목 크기가 8KB인 경우 강력히 일관된 초당 읽기 1회를 지속하는 데 읽기 용량 단위 2개
가 필요하고, 최종적 일관된 읽기를 선택한 경우 읽기 용량 단위 1개가 필요하고, 트랜잭션 읽기 요청의 경
우 읽기 용량 단위 4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읽기 용량 단위 소비량 (p. 284)을 참조하십시오.

Note
DynamoDB 읽기 일관성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성 (p. 15) 단원을 참조하세요.
• 쓰기 용량 단위 1은 최대 1KB 크기 항목의 초당 1회 쓰기를 나타냅니다. 1KB보다 큰 항목을 써야 하는 경
우, DynamoDB가 추가 쓰기 용량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쓰기 요청은 최대 1KB 크기 항목의
초당 1회 쓰기를 수행하는 데 2개의 쓰기 용량 단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총 쓰기 용량 단위 수는 항목 크
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항목 크기가 2KB인 경우 초당 쓰기 요청 1회를 지속하는 데 쓰기 용량 단
위 2개가 필요하고, 트랜잭션 쓰기 요청의 경우 쓰기 용량 단위 4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쓰기 용
량 단위 소비량 (p. 285)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온디맨드 테이블에서 DescribeTable을 호출할 경우 읽기 용량 단위와 쓰기 용량 단위는 0으로 설
정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더 큰 항목(400KB의 DynamoDB 최대 항목 크기까지)을 읽거나 쓸 경우 더 많은 용량 단위
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6 읽기 용량 단위와 6 쓰기 용량 단위를 수용하는 프로비저닝된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가정하겠습
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초당 최대 24KB의 강력히 일관된 읽기 수행(4KB × 읽기 용량 단위 6)
• 초당 최대 48KB의 최종적 일관된 읽기 수행(읽기 처리량의 2배)
• 초당 최대 12KB의 트랜잭션 읽기 요청을 수행합니다.
• 초당 최대 6KB 쓰기(1KB × 쓰기 용량 단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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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 최대 3KB의 트랜잭션 쓰기 요청 수행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을 참조하십시오.
할당된 처리량는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이나 인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입니다. 테이블 또는 인덱
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초과할 경우 요청 조정이 적용됩니다.
조절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용량 단위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요청이 조정될 경우
HTTP 400 코드(Bad Request) 및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과 함께 실패합니다.
AWS SDK는 조정된 요청 재시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므로(오류 재시도 횟수 및 지수 백오프 (p. 167) 참
조) 이 로직을 직접 쓸 필요는 없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프로비저닝된 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량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자동 크기 조정
DynamoDB Auto Scaling은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처리량을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Auto Scaling
을 사용하면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에 범위(상한 및 하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위에서의 목표
사용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uto Scaling은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목표 사용률을 유지하려고 시도합니다.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면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프로비저닝된 읽기 및 쓰기 용량
을 늘려 요청 제한 없이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가 감소할 경우 DynamoDB
Auto Scaling은 사용하지 않는 프로비저닝된 용량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처리량을 줄일 수 있습니
다.

Note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테이블이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한 경우 DynamoDB
Auto Scaling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Auto Scaling 설정은 콘솔, AWS CLI 또는 AWS SDK 중 하나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p. 288)을 참조하십시오.

예약 용량
DynamoDB 고객은 Amazon DynamoDB 요금에 설명된 대로 DynamoDB Standard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
는 테이블에 대해 예약 용량을 미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약 용량을 구입할 경우 선결제 요금을 1회 지불하
고 일정 기간에 대해 최소 프로비저닝된 사용량 수준을 약정합니다. 예약 용량에는 시간당 예약 용량 요금이
청구됩니다. 사전에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를 예약하면 프로비저닝된 용량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약 용량을 초과하여 프로비저닝하는 용량에는 프로비저닝된 용량 표준 요금이 청구됩니다.
예약 용량 할인은 먼저 예약 용량을 구매한 계정에 적용됩니다. 그런 다음 사용되지 않은 예약 용량 할인이
구매 계정과 동일한 AWS 조직의 다른 계정에 적용됩니다.

Note
복제된 쓰기 용량 단위에는 예약된 용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ynamoDB Standard-IA 테이블 클
래스 또는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블에는 예약 용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 용량을 관리하려면 DynamoDB 콘솔로 이동하여 Reserved Capacity(예약 용량)를 선택합니다.

Note
사용자에게 콘솔의 나머지 기능은 액세스를 허용하지만 예약 용량 확인 또는 구매는 금지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ID 및 액세스 관리 (p. 1079)의 "예약 용량 상품 구매를
방지하는 권한을 부여"를 참조하세요.
구체적인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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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클래스
DynamoDB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두 가지 테이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DynamoDB
Standard 테이블 클래스가 기본값이며 대다수의 워크로드에 권장됩니다. DynamoDB Standard-Infrequent
Access(DynamoDB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는 스토리지 비용이 많이 드는 테이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로그, 이전 소셜 미디어 게시물, 전자 상거래 주문 내역 및 과거 게임 성과 같이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은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에 적합합니다. 요금 세부 정
보는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모든 DynamoDB 테이블은 테이블 클래스(기본적으로 DynamoDB Standard)와 연결됩니다. 각 테이블 클래
스는 데이터 스토리지와 읽기 및 쓰기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스토리지 및 처리량 사용
패턴에 따라 테이블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테이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클래스의 선택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
용하여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또한 단일 리전 테이블(글로벌 테이블이 아닌 테이블)
에 대해 AWS CloudFormation를 사용하여 테이블 클래스를 관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테이블 클래스 선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 클래스 선택 시 고려 사항 (p. 283) 섹션을 참조하세요.

파티션 및 데이터 배포
Amazon DynamoDB는 데이터를 파티션에 저장합니다. 파티션은 SSD(Solid State Drive)로 백업되는 테이블
용 스토리지 할당으로, AWS 리전 내의 여러 가용 영역에 자동으로 복제됩니다. 파티션 관리는 DynamoDB에
서 전적으로 처리하므로 사용자가 파티션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 초기 상태는 CREATING입니다. 이 단계 동안, DynamoDB는 테이블에 충분한 파
티션을 할당하여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요구 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전환
되면 테이블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테이블에 추가 파티션을 할당합니다.
• 기존 파티션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여 테이블의 할당된 처리량 설정을 늘리는 경우.
• 기존 파티션 용량이 다 차서 추가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한 경우.
파티션 관리는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애플리케이션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테이블은 사
용 가능한 처리량을 유지하며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요구 사항을 완전히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티션 키 설계 (p. 1172)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도 파티션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데이터는 기본 테이블의
데이터와 별도로 저장되지만 인덱스 파티션은 테이블 파티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데이터 배포: 파티션 키
테이블이 단순 기본 키를 가질 경우(파티션 키만 있음) DynamoDB가 파티션 키 값을 기준으로 각 항목을 저
장하고 검색합니다.
테이블에 항목을 쓰기 위해 DynamoDB는 내부 해시 함수에 대한 입력으로 파티션 키 값을 사용합니다. 해시
함수 출력 값은 항목을 저장할 파티션을 결정합니다.
테이블에서 항목을 읽으려면 항목의 파티션 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는 이 값을 해당 해시 함수
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항목을 찾을 수 있는 파티션을 결정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여러 파티션에 걸쳐 데이터가 저장된 Pets라는 테이블을 보여줍니다. 테이블의 기본 키
는AnimalType입니다(이 키 속성만 표시됨). DynamoDB는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새 항목을 저장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문자열 Dog의 해시 값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항목은 정렬 순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
다. 각 항목의 위치는 파티션 키의 해시 값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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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ynamoDB는 파티션 수와 상관없이 항목을 테이블의 파티션에 균일하게 분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항목 수에 비해 많은 수의 고유 값을 가질 수 있는 파티션 키를 선택할 것을 권장
합니다.

데이터 배포: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테이블에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가 있는 경우 데이터 배포: 파티션 키 (p. 20)에 설명된 동일
한 방식으로 DynamoDB에서 파티션 키의 해시 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이 함께 물리적
으로 가까운 모든 항목을 정렬 키 값의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테이블에 항목을 기록하기 위해 DynamoDB는 파티션 키의 해시 값을 계산하여 항목을 저장할 파티션을 결
정합니다. 해당 파티션에서는 여러 항목이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DynamoDB에서
동일한 파티션 키의 다른 항목 간에 정렬 키에 의해 오름차순으로 항목을 저장합니다.
테이블에서 항목을 읽으려면 항목의 파티션 키 값과 정렬 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는 파티션 키
의 해시 값을 계산하여 항목을 찾을 수 있는 파티션을 결정합니다.
원하는 항목이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가질 경우 단일 작업(Query)으로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읽을 수 있
습니다. DynamoDB는 해당 파티션 키 값을 갖는 모든 항목을 반환합니다. 특정 값 범위의 항목만 반환되도록
정렬 키에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Pets 테이블이 AnimalType(파티션 키)와 Name(정렬 키)으로 구성된 복합 기본 키를 가진다고 가정하겠습니
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DynamoDB가 파티션 키 값 Dog와 정렬 키 값 Fido를 사용하여 항목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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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s 테이블에서 동일한 항목을 읽기 위해 DynamoDB는 Dog의 해시 값을 계산하여 이들 항목이 저장된 파
티션을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 DynamoDB는 Fido를 찾을 때까지 정렬 키 속성 값을 스캔합니다.
AnimalType이 Dog인 항목을 모두 읽으려면 정렬 키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Query 작업을 실행합니다. 기본
적으로 항목은 정렬 순서대로, 즉 정렬 키 기준 오름차순으로 반환됩니다. 선택 사항으로 내림차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Dog 항목만 쿼리하려면 정렬 키에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 Name이 A~K 범위 내 문자로 시작하
는 Dog 항목만).

Note
DynamoDB 테이블에서 파티션 키 값당 고유 정렬 키 값의 수는 상한이 없습니다. Pets 테이블에서
수십억 개의 Dog 항목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DynamoDB는 충분한 스토리지를 할당하여 이 요구 사
항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SQL에서 NoSQL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라면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및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을 사용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Amazon DynamoDB 작업을 시작해 보면 비슷한 점도 많겠지만
다른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NoSQL은 가용성과 확장성이 높고 고성능에 최적화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예: DynamoDB)는 관계형 모델 대신 키
값 페어나 문서 스토리지 같은 대체 모델을 데이터 관리에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oSQL이란 무엇입니
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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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는 오픈 소스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지원합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면 데이터
가 저장되는 위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쿼리할 수 있습니다. PartiQL을 사용하면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된 데이터, 개방형 데이터 형식의 반정형 및 중첩 데이터, 행에 따라 다른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NoSQL 또는 문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없는 데이터까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PartiQL 쿼리 언어를 참조하세요.
다음 단원에서는 SQL 문을 그에 상당하는 DynamoDB 작업과 비교 대조하면서 공통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이 단원의 SQL 예제는 MySQL RDBMS와 호환됩니다.
이 단원의 DynamoDB 예제는 DynamoDB 작업의 이름과 함께 JSON 형식의 해당 작업 파라미터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작업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에 관한 내용은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
기 (p. 8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관계형(SQL) 또는 NoSQL? (p. 23)
• 데이터베이스 특징 (p. 24)
• 테이블 생성 (p. 26)
• 테이블에 대한 정보 가져오기 (p. 28)
• 테이블에 데이터 쓰기 (p. 29)
• 테이블에서 데이터 읽을 때의 주요 차이점 (p. 32)
• 인덱스 관리 (p. 37)
• 테이블의 데이터 수정 (p. 41)
• 테이블에서 데이터 삭제 (p. 44)
• 테이블 제거 (p. 45)

관계형(SQL) 또는 NoSQL?
오늘날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은 소수의 사용
자와 아주 작은 양의 데이터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성공을 거두면 기본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의 리소스를 가볍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의 동시 사용자가 수백 명, 수천 명 또는
수백만 명에 이르고, 매일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가 새로 생성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애플리
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는 초당 수만(혹은 수십만) 건의 읽기 및 쓰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Amazon DynamoDB는 이런 종류의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개발자는 작은 크기로 시작하고, 애플리케이션
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률을 점차로 늘릴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대량의 데이터와 매우 많은 수의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크기를 원활하게 조정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RDBMS와 DynamoDB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 줍니다.
특성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

Amazon DynamoDB

최적의 워크로드

임시 쿼리, 데이터 웨어하우
징,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소셜 네트워크, 게이밍, 미디어 공
유, IoT(사물 인터넷) 등 웹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데이터 모델

관계형 모델의 경우 데이터가 테
DynamoDB는 스키마가 없습니다.
이블, 행 및 열로 정규화되는 잘 정 각 테이블에는 각각의 데이터 항
의된 스키마가 필요합니다. 뿐만
목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본 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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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테이블, 행, 인덱스 및 기
타 데이터베이스 간의 모든 관계
가 정의됩니다.

가 있어야 하지만 키가 아닌 다른
속성에는 비슷한 제한이 없습니
다. DynamoDB는 JSON 문서를
비롯한 정형 또는 반정형 데이터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액세스

SQL은 데이터 저장과 검색을 위
한 표준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중심 애플리
케이션 개발을 단순화하는 풍부한
도구 세트를 제공하지만 이 도구
모두가 SQL을 사용하는 것은 아
닙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DynamoDB 작업을 수행하고 임
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데이
터를 선택, 삽입, 업데이트,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AWS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를 활용하여 객체 기반, 문서 중심
또는 하위 수준 인터페이스를 통
해 DynamoDB 작업을 할 수 있습
니다.

성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스토리지
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
로 성능은 디스크 하위 시스템에
좌우됩니다. 개발자와 데이터베이
스 관리자는 성능 극대화를 위해
쿼리, 인덱스 및 테이블 구조를 최
적화해야 합니다.

DynamoDB는 컴퓨팅에 최적화되
어 있기 때문에 성능은 주로 기본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대기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관리형 서비스인
DynamoDB는 사용자와 사용자 애
플리케이션이 이런 구현 세부 사
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
여 견고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확장

보다 빠른 하드웨어를 통한 확장
은 더할 나위 없이 쉽습니다. 데이
터베이스 테이블을 분산 시스템의
여러 호스트에 배치하는 것도 가
능하지만 여기에는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는 파일 숫자와 크기에 최대치가
있어 이것이 확장성의 상한선이
됩니다.

DynamoDB는 분산된 하드웨어 클
러스터를 사용하여 확장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이런 설계 덕에 지
연 시간 증가 없는 처리 능력 증대
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처리량 요
구 사항을 지정하면 DynamoDB는
충분한 리소스를 할당하여 이 요
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테이블당
항목 수에 상한선이 없고, 테이블
의 총 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특징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으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권한을 가진 작업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Amazon DynamoDB와의 클라이언트 상호 작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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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클라이언트 상호 작용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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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도구

대부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명령줄 인터페이스(CLI)를 제공하
므로 특별 SQL 문을 입력하고 결
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플리케
이션 코드를 작성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임시 요
청을 보내고 결과를 볼 수도 있
습니다.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DynamoDB
에서 데이터를 선택, 삽입, 업데이
트,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와
의 네트워크 연결을 구축하고 유
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종료될
때 연결을 끊습니다.

DynamoDB는 웹 서비스이며, 해
당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작용은
상태 비저장입니다. 애플리케이
션은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
신 DynamoDB와의 상호 작용은
HTTP(S) 요청 및 응답을 사용하
여 이루어집니다.

인증

애플리케이션은 인증되기 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
다. RDBMS는 직접 인증을 수행
하거나 호스트 운영 체제 또는 디

DynamoDB에 대한 모든 요청에는
해당 특정 요청을 인증하는 암호
화 서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
다. AWS SDK는 서명 및 서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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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터리 서비스에 이 작업을 오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로
직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의 AWS API 요청
에 서명을 참조하세요.

승인

애플리케이션은 권한을 부여받은
작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
터베이스 관리자나 애플리케이션
소유자는 SQL GRANT 및 REVOKE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 등의) 데
이터베이스 객체, (테이블 내의 행
등의) 데이터 또는 특정 SQL 문
발행 능력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서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에 의해 권한 부여가 처리됩니다.
테이블과 같은 DynamoDB 리소
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을 작성한 다음 IAM 사용자
및 역할이 해당 정책을 사용하도
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IAM은
DynamoDB 테이블의 개별 항목에
대한 액세스를 세부적으로 제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의 ID 및 액세
스 관리 (p. 1079)을 참조하십시
오.

요청 전송

애플리케이션은 수행하려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대해 SQL
문을 발행합니다. SQL 문을 수신
하면 RDBMS는 구문을 확인하고
작업 수행 계획을 생성한 다음 계
획을 실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HTTP(S) 요청을
DynamoDB에 보냅니다. 요청에는
수행할 DynamoDB 작업의 이름과
함께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DynamoDB는 요청을 즉시 실
행합니다.

응답 수신

RDBMS는 SQL 문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RDBMS는 오류 상태와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DynamoDB는 작업 결과가 포함
된 HTTP(S) 응답을 반환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DynamoDB는
HTTP 오류 상태 및 메시지를 반
환합니다.

테이블 생성
테이블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Amazon DynamoDB의 기본 데이터 구조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
리 시스템(RDBMS)에서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의 스키마를 정의해야 합니다. 반면 DynamoDB 테이
블은 스키마가 없습니다. 즉, 테이블을 생성할 때 기본 키 외에는 추가 속성이나 데이터 형식을 정의할 필요
가 없습니다.
주제
• SQL (p. 26)
• DynamoDB (p. 27)

SQL
다음 예에 나온 것처럼 CREATE TABLE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만드십시오.
CREATE TABLE Music (
Artist VARCHAR(20) NOT NULL,
SongTitle VARCHAR(30) NOT NULL,
AlbumTitle VARCHA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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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 INT,
Price FLOAT,
Genre VARCHAR(10),
Tags TEXT,
PRIMARY KEY(Artist, SongTitle)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됩니다.
테이블의 모든 열과 데이터 형식 및 테이블의 기본 키를 정의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ALTER TABLE 문을
사용하여 나중에 이 정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은 SQL 구현에서는 CREATE TABLE 문의 일부로 테이블의 스토리지 사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달리 지
정하지 않는 한 테이블은 기본 스토리지 설정으로 생성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최
적의 스토리지 파라미터 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DynamoDB
다음 예에 나온 것처럼 Cre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프로비저닝된 모드 테이블을 만들고 파라미터를 지
정하십시오.
{

}

TableName : "Music",
KeySchema: [
{
AttributeName: "Artist",
KeyType: "HASH", //Partition key
},
{
AttributeName: "SongTitle",
KeyType: "RANGE" //Sort key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rtist",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SongTitle",
AttributeType: "S"
}
],
ProvisionedThroughput: {
// Only specified if using provisioned mode
ReadCapacityUnits: 1,
WriteCapacityUnits: 1
}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파티션 키)와 SongTitle(정렬 키)로 구성됩니다.
다음 파라미터를 CreateTable에 입력해야 합니다.
• TableName - 테이블 이름
• KeySchema - 기본 키에 사용되는 속성.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 항목 및 속성 (p. 3) 및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 AttributeDefinitions - 키 스키마 속성의 데이터 형식
• ProvisionedThroughput (for provisioned tables) - 이 테이블에 필요한 초당 읽기 및 쓰기
수. DynamoDB는 처리량 요구 사항이 항상 충족되도록 충분한 스토리지 및 시스템 리소스를 남겨 둡니다.
필요할 경우,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나중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할당이 전적으로
DynamoDB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테이블의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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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CreateTable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테이블에 대한 정보 가져오기
테이블이 사양에 따라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 스키마가 모두
표시됩니다. Amazon DynamoDB 테이블은 스키마가 없으므로 기본 키 속성만 표시됩니다.
주제
• SQL (p. 28)
• DynamoDB (p. 28)

SQL
대부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RDBMS)에서는 열, 데이터 형식, 기본 키 정의 등과 같은 테이블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SQL에서는 이 작업을 하는 표준적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많은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은 DESCRIBE 명령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MySQL 예제입니다.
DESCRIBE Music;

이는 모든 열 이름, 데이터 형식, 크기와 함께 테이블의 구조를 반환합니다.
+------------+-------------+------+-----+---------+-------+
| Field
| Type
| Null | Key | Default | Extra |
+------------+-------------+------+-----+---------+-------+
| Artist
| varchar(20) | NO
| PRI | NULL
|
|
| SongTitle | varchar(30) | NO
| PRI | NULL
|
|
| AlbumTitle | varchar(25) | YES |
| NULL
|
|
| Year
| int(11)
| YES |
| NULL
|
|
| Price
| float
| YES |
| NULL
|
|
| Genre
| varchar(10) | YES |
| NULL
|
|
| Tags
| text
| YES |
| NULL
|
|
+------------+-------------+------+-----+---------+-------+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됩니다.

DynamoDB
DynamoDB에는 이와 비슷한 DescribeTable 작업이 있습니다. 이때는 테이블 이름 파라미터만 있으면 됩
니다.
{
}

TableName : "Music"

DescribeTable의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

"Table":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rtist",
"AttributeTyp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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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Name": "SongTitle",
"AttributeType": "S"

}
],
"TableName": "Music",
"KeySchema": [
{
"AttributeName": "Artist",
"KeyType": "HASH" //Partition key
},
{
"AttributeName": "SongTitle",
"KeyType": "RANGE" //Sort key
}
],
...

DescribeTable은 또한 테이블의 인덱스, 할당된 처리량 설정, 대략적인 항목 카운트 및 기타 메타데이터
에 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테이블에 데이터 쓰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는 데이터의 행이 포함됩니다. 행은 열로 구성됩니다. Amazon DynamoDB 테
이블에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항목은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테이블에 하나의 행(또는 항목)을 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SQL (p. 29)
• DynamoDB (p. 30)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2차원 데이터 구조입니다. 일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
스템은 보통 기본 JSON 또는 XML 데이터 형식을 사용하여 반정형 데이터 지원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구현
의 세부적 내용은 공급업체마다 다릅니다.
SQL에서는 INSERT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행을 추가합니다.
INSERT INTO Music
(Artist, SongTitle, AlbumTitle,
Year, Price, Genre,
Tags)
VALUES(
'No One You Know', 'Call Me Today', 'Somewhat Famous',
2015, 2.14, 'Country',
'{"Composers": ["Smith", "Jones", "Davis"],"LengthInSeconds": 214}'
);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됩니다. 이 열들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Note
이 예제에서는 Tags 열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의 노래에 대한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Tags
열은 TEXT 형식으로 정의되었으며 MySQL에 최대 65,535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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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Amazon DynamoDB에서는 DynamoDB API나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DynamoDB API에서는 PutItem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

TableName: "Music",
Item: {
"Artist":"No One You Know",
"SongTitle":"Call Me Today",
"AlbumTitle":"Somewhat Famous",
"Year": 2015,
"Price": 2.14,
"Genre": "Country",
"Tags": {
"Composers": [
"Smith",
"Jones",
"Davis"
],
"LengthInSeconds": 214
}
}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됩니다. 이 속성들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PutItem 예제에 관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 DynamoDB는 JSON을 사용하여 문서에 대한 기본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DynamoDB는 Tags 같
은 반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적합합니다. JSON 문서 안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조작할 수도 있습
니다.
• Music 테이블에는 기본 키(Artist 및 SongTitle) 외에는 미리 정의된 속성이 없습니다.
• 대부분의 SQL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잭션 지향적입니다. INSERT 문을 발행하더라도 COMMIT 문을
발행하기 전까지는 데이터 수정이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Amazon DynamoDB의 경우, DynamoDB가
HTTP 200 상태 코드(OK)로 응답하면 PutItem 작업의 효과가 영구적으로 됩니다.

Note
PutItem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에 관한 내용은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다른 PutItem 예제입니다.
{

TableName: "Music",
Item: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My Dog Spot",
"AlbumTitle":"Hey Now",
"Price": 1.98,
"Genre": "Country",
"CriticRating":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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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TableName: "Music",
Item: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Somewhere Down The Road",
"AlbumTitle":"Somewhat Famous",
"Genre": "Country",
"CriticRating": 8.4,
"Year": 1984
}

TableName: "Music",
Item: {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Still In Love",
"AlbumTitle":"The Buck Starts Here",
"Price": 2.47,
"Genre": "Rock",
"PromotionInfo": {
"RadioStationsPlaying":[
"KHCR", "KBQX", "WTNR", "WJJH"
],
"TourDates": {
"Seattle": "20150625",
"Cleveland": "20150630"
},
"Rotation": "Heavy"
}
}

TableName: "Music",
Item: {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Look Out, World",
"AlbumTitle":"The Buck Starts Here",
"Price": 0.99,
"Genre": "Rock"
}

Note
DynamoDB는 PutItem 외에도 여러 항목을 동시에 쓰는 BatchWriteItem 작업을 지원합니
다.
PartiQL for DynamoDB
PartiQL에서는 PartiQL Insert 문을 사용하여 ExecuteStatement 작업을 통해 테이블에 항목을 추
가합니다.
INSERT into Music value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day',
'AlbumTitle': 'Somewhat Famous',
'Year'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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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re' : 'Acme'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됩니다. 이 속성들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Note
Insert 및 ExecuteStatement를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의 PartiQL insert
문 (p. 476) 단원을 참조하세요.

테이블에서 데이터 읽을 때의 주요 차이점
SQL에서는 SELECT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WHERE 절을 사용하
여 반환되는 데이터를 결정합니다.
Amazon DynamoDB는 데이터를 읽기 위한 다음 작업을 제공합니다.
• ExecuteStatement는 테이블에서 단일 또는 여러 개의 항목을 가져옵니다.
BatchExecuteStatement는 단일 작업으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가져옵니다. 이 두 작업
모두 SQL 호환 쿼리 언어 PartiQL을 사용합니다.
• GetItem - 테이블에서 단일 항목을 가져옵니다. 이는 항목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
하기 때문에 단일 항목을 읽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DynamoDB도 단일 작업으로 최대 100개의
GetItem 호출을 수행할 수 있는 BatchGetItem 작업을 제공합니다.)
• Query - 특정 파티션 키가 있는 항목을 모두 가져옵니다. 이러한 항목 안에서 키를 정렬하고 데이터의 하
위 집합만 가져오도록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uery는 데이터가 저장된 파티션에 대한 빠르고 효율
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티션 및 데이터 배포 (p. 20) 섹션을 참조하세요.)
• Scan - 지정한 테이블의 모든 항목을 가져옵니다. (이 작업은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큰
테이블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Note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SELECT 문을 사용하여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조인하고 결과를 반
환할 수 있습니다. 조인은 관계형 모델의 기초입니다. 조인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와 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튜닝해야 합니다. DynamoDB는 비관계형 NoSQL 데이터
베이스로서 테이블 조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애플리케이션은 한 번에 한 테이블의 데이터
를 읽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읽기 사용 사례를 설명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DynamoDB로 이런 작
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주제
• 항목의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하여 항목 읽기 (p. 32)
• 테이블 쿼리 (p. 34)
• 테이블 스캔 (p. 36)

항목의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하여 항목 읽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통적인 액세스 패턴 중 하나는 한 테이블에서 단일 항목을 읽어오는 것입니다. 원하
는 항목의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주제
• SQL (p. 33)
• DynamoDB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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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QL에서는 SELECT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결과에 하나 이상의 열(또는 * 연산자
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열)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WHERE 절은 반환할 행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Music 테이블에서 단일 행을 가져오는 SELECT 문입니다. WHERE 절은 기본 키 값을 지정합니다.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 'Call Me Today'

이 쿼리를 수정하여 열의 하위 집합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SELECT AlbumTitle, Year, Price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 'Call Me Today'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DynamoDB
Amazon DynamoDB에서는 DynamoDB API나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
을 읽을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DynamoDB API에서는 PutItem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DynamoDB는 항목을 해당 기본 키를 기준으로 가져오기 위한 GetItem 작업을 제공합니다.
GetItem은 항목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하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티션 및 데이터 배포 (p. 20) 섹션을 참조하세요.)
기본적으로 GetItem은 모든 속성과 함께 전체 항목을 반환합니다.
{

}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day"
}

속성의 일부만 반환하는 ProjectionExpression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day"
},
"ProjectionExpression": "AlbumTitle, Year, Price"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DynamoDB GetItem 작업은 기본 키 값을 사용하여 해당 항목의 정확한 스토리지 위치를 결정하고 그
위치에서 직접 항목을 검색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SQL SELECT 문도 기본 키 값을 기준으로
항목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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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 SELECT 문은 다양한 쿼리 및 테이블 스캔을 지원합니다. DynamoDB는 테이블 쿼리 (p. 34) 및
테이블 스캔 (p. 36)에 설명된 대로 Query 및 Scan 작업을 통해 이와 비슷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SQL SELECT 문은 테이블 조인을 수행하여 한 번에 여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
인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들이 정규화되어 있고 테이블 간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러나 하나의 SELECT 문에서 지나치게 많은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복제, 구체화된 보기 또는 쿼리 다시 쓰기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테이블 조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관계
형 데이터베이스에서 DynamoDB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조인의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모
델을 비정규화해야 합니다.

Note
GetItem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PartiQL for DynamoDB
PartiQL에서는 PartiQL Select 문을 사용하여 ExecuteStatement 작업을 통해 테이블에서 항목을
읽습니다.
SELECT AlbumTitle, Year, Price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 'Call Me Today'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Note
Select PartiQL 문은 DynamoDB 테이블을 쿼리하거나 스캔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 및 ExecuteStatement를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의 PartiQL select 문 (p. 469) 단
원을 참조하세요.

테이블 쿼리
또 다른 공통적인 액세스 패턴은 쿼리 기준에 기반하여 한 테이블에서 복수의 항목을 읽어오는 것입니다.
주제
• SQL (p. 34)
• DynamoDB (p. 35)

SQL
SQL SELECT 문을 사용하여 키인 열, 키가 아닌 열 또는 임의의 조합에서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WHERE 절은 반환되는 행을 결정합니다.
/* Return a single song, by primary key */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 'Call Me Today';

/* Return all of the songs by an artist */
SELECT * FROM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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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rtist='No One You Know';

/* Return all of the songs by an artist, matching first part of title */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LIKE 'Call%';

/* Return all of the songs by an artist, with a particular word in the title...
...but only if the price is less than 1.00 */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LIKE '%Today%'
AND Price < 1.00;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DynamoDB
Amazon DynamoDB에서는 DynamoDB API나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
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Amazon DynamoDB의 Query 작업도 비슷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Query 작업은 데이터가
저장된 물리적 위치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파티션 및 데이터 배
포 (p. 20)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와 함께 Que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 값에는 등식 조건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경우 정렬 키 속성에 대해 다른 조건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KeyConditionExpression 파라미터는 쿼리하려는 키 값을 지정합니다. 선택 사항인
FilterExpression을 사용하면 반환 전에 일정 항목을 결과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서는 ExpressionAttributeValues를 표현식 파라미터
(KeyConditionExpression, FilterExpression 등)에서 자리 표시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런
타임에 실제 값을 SELECT 문으로 대체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바인드 변수 사용과 유사합니다.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DynamoDB Query 예제입니다.
// Return a single song, by primary key
{

}

TableName: "Music",
KeyConditionExpression: "Artist = :a and SongTitle = :t",
ExpressionAttributeValues: {
":a": "No One You Know",
":t": "Call Me Today"
}

// Return all of the songs by an artist
{

TableName: "Music",
KeyConditionExpression: "Artist = :a",
ExpressionAttributeValues: {
":a": "No One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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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turn all of the songs by an artist, matching first part of title
{

}

TableName: "Music",
KeyConditionExpression: "Artist = :a and begins_with(SongTitle, :t)",
ExpressionAttributeValues: {
":a": "No One You Know",
":t": "Call"
}

Note
Query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PartiQL for DynamoDB
PartiQL에서는 ExecuteStatement 작업과 파티션 키에 Select 문을 사용하여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
니다.
SELECT AlbumTitle, Year, Price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이와 같이 SELECT 문을 사용하면 이 특정 Artist와 연결된 모든 곡이 반환됩니다.
Select 및 ExecuteStatement를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의 PartiQL select 문 (p. 469) 단
원을 참조하세요.

테이블 스캔
SQL에서 WHERE 절이 없는 SELECT 문은 테이블의 모든 행을 반환합니다. Amazon DynamoDB에서 Scan
작업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두 경우 모두 모든 항목 또는 일부 항목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건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건 스캔은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
으므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스캔이 적절하거나(작은 테이블을 스캔할 때) 불가피한(데이터를 대
량으로 내보낼 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스캔 수행을 피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
해야 합니다.
주제
• SQL (p. 36)
• DynamoDB (p. 37)

SQL
SQL에서는 WHERE 절을 지정하지 않고 SELECT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스캔하고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에 하나 이상의 열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는 경
우 모든 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ELECT 문 사용의 예입니다.
/* Return all of the data in the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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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 FROM Music;
/* Return all of the values for Artist and Title */
SELECT Artist, Title FROM Music;

DynamoDB
Amazon DynamoDB에서는 DynamoDB API나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스캔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DynamoDB API에서는 Scan 작업을 통해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의 모든 항목에 액세스하여 하나 이
상의 항목 및 항목 속성을 반환합니다.
// Return all of the data in the table
{
TableName: "Music"
}
// Return all of the values for Artist and Title
{
TableName: "Music",
ProjectionExpression: "Artist, Title"
}

Scan 작업도 결과에 표시되기를 원치 않는 항목을 삭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FilterExpression 파
라미터를 제공합니다. FilterExpression은 스캔이 수행된 후 결과가 반환되기 전에 적용됩니다. (큰
테이블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치하는 소수의 항목이 반환되더라도 여전히 전체 Scan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Note
Scan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PartiQL for DynamoDB
PartiQL에서는 ExecuteStatement 작업을 통해 Select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모든 내용을 반환하
여 스캔을 수행합니다.
SELECT AlbumTitle, Year, Price
FROM Music

이 문은 Music 테이블에서 모든 항목을 반환합니다.
Select 및 ExecuteStatement를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의 PartiQL select 문 (p. 469) 단
원을 참조하세요.

인덱스 관리
인덱스는 대체 쿼리 패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쿼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SQL에서
의 인덱스 생성 및 사용을 Amazon DynamoDB의 경우와 비교 대조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건 DynamoDB를 사용하건 인덱스 생성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테이블에
서 쓰기가 이루어질 때마다 테이블의 모든 인덱스가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테이블이 크고 쓰기 작업이 많
은 환경에서는 시스템 리소스가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용 또는 읽기가 주를 이루는 환경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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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인덱스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
용되어야 합니다.
주제
• 인덱스 만들기 (p. 38)
• 인덱스 쿼리 및 스캔 (p. 39)

인덱스 만들기
SQL의 CREATE INDEX 문을 Amazon DynamoDB의 UpdateTable 작업과 비교합니다.
주제
• SQL (p. 38)
• DynamoDB (p. 38)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는 한 테이블의 여러 열에서 빠른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
다. CREATE INDEX SQL 문을 사용하면 기존 테이블에 인덱스를 추가하여 열을 인덱싱하도록 지정할 수 있
습니다. 인덱스가 생성된 후 테이블에서 평소처럼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전체 테
이블을 스캔하는 대신 인덱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행을 테이블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덱스 생성 후 데이터베이스는 인덱스를 유지합니다.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할 때마다 테이블의 변경 사항
을 반영하여 인덱스도 자동으로 수정됩니다.
MySQL에서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REATE INDEX GenreAndPriceIndex
ON Music (genre, price);

DynamoDB
DynamoDB에서는 비슷한 용도의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인덱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와 다릅니다.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해당 키 속
성, 즉 파티션 키와 정렬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조 인덱스를 생성한 후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보조 인덱
스를 Query 또는 Scan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는 쿼리 최적화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보조 인덱스는
Query 또는 Scan할 때만 사용됩니다.
DynamoDB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의 인덱스를 지원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 - 이 인덱스의 기본 키는 해당 테이블의 두 가지 속성 중 어느 것이나 될 수 있습니다.
• 로컬 보조 인덱스 - 이 인덱스의 파티션 키는 해당 테이블의 파티션 키와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렬 키
는 다른 속성이어도 됩니다.
DynamoDB에서는 보조 인덱스의 데이터가 해당 테이블과 최종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테이블이나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는 강력히 일관된 Query 또는 Scan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보조 인덱스
는 최종 일관성만 지원합니다.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하고 GlobalSecondaryIndexUpdates를 지정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기
존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TableName: "Music",
Attribute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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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Name: "Genre",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Price", AttributeType: "N"}

],
GlobalSecondaryIndexUpdates: [
{
Create: {
IndexName: "GenreAndPriceIndex",
KeySchema: [
{AttributeName: "Genre", KeyType: "HASH"}, //Partition key
{AttributeName: "Price", KeyType: "RANGE"}, //Sort key
],
Projection: {
"ProjectionType": "ALL"
},
ProvisionedThroughput: {
// Only specified
if using provisioned mode
"ReadCapacityUnits": 1,"WriteCapacityUnits": 1
}
}
}
]

}

다음 파라미터를 UpdateTable에 입력해야 합니다.
• TableName - 인덱스가 연동될 테이블
• AttributeDefinitions - 인덱스의 키 스키마 속성에 대한 데이터 형식
• GlobalSecondaryIndexUpdates - 생성하려는 인덱스에 관한 세부 정보
• IndexName - 인덱스의 이름
• KeySchema - 인덱스 기본 키에 사용되는 속성
• Projection -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복사되는 속성. 이 경우, ALL은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복사되는 모
든 속성을 뜻합니다.
• ProvisionedThroughput (for provisioned tables) - 이 인덱스에 필요한 초당 읽기 및 쓰기
수. (이것은 테이블의 할당 처리량 설정과 별개입니다.)
이 작업에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새 인덱스에 채우기가 포함됩니다. 채우기 중에 테이블은 사용 가능한 상태
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인덱스의 Backfilling 속성이 true에서 false로 바뀔 때까지는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escrib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이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UpdateTable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인덱스 쿼리 및 스캔
Amazon DynamoDB의 Query 및 Scan 작업과 SQL의 SELECT 문을 사용한 인덱스 쿼리 및 스캔을 비교합
니다.
주제
• SQL (p. 39)
• DynamoDB (p. 40)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직접 인덱스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 대신 SELECT 문을 실행하여 테이블을 쿼리
하며, 쿼리 옵티마이저가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3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인덱스 관리

쿼리 옵티마이저는 사용 가능한 인덱스를 평가하고 그 인덱스로 쿼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덱스를 사용하여 쿼리 속도를 높일 수 있
는 경우, RDBMS는 먼저 인덱스에 액세스한 다음 인덱스를 사용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다음은 GenreAndPriceIndex를 사용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SQL 문입니다. Music 테이블에 충분
한 데이터가 있어서 쿼리 옵티마이저가 전체 테이블을 단순히 스캔하기보다는 이 인덱스를 사용하기로 결정
한다고 가정합니다.
/* All of the rock songs */
SELECT * FROM Music
WHERE Genre = 'Rock';
/* All of the cheap country songs */
SELECT Artist, SongTitle, Price FROM Music
WHERE Genre = 'Country' AND Price < 0.50;

DynamoDB
DynamoDB에서는 테이블에서와 동일하게 인덱스에서 직접 Query 및 Scan 작업을 수행합니다.
DynamoDB API 또는 SQL 호환 쿼리 언어 PartiQL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쿼리리하거나 스캔할 수 있습니다.
TableName과 IndexName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DynamoDB의 GenreAndPriceIndex에 대한 몇 가지 쿼리입니다. (이 인덱스의 키 스키마는 Genre와
Price로 구성됩니다.)
DynamoDB API
// All of the rock songs
{

};

TableName: "Music",
IndexName: "GenreAndPriceIndex",
KeyConditionExpression: "Genre = :genre",
ExpressionAttributeValues: {
":genre": "Rock"
},

이 예제에서는 속성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결과에 표시하려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ProjectionExpression을 사용합니다.
// All of the cheap country songs
{

};

TableName: "Music",
IndexName: "GenreAndPriceIndex",
KeyConditionExpression: "Genre = :genre and Price < :price",
ExpressionAttributeValues: {
":genre": "Country",
":price": 0.50
},
ProjectionExpression: "Artist, SongTitle, Price"

다음은 GenreAndPriceIndex에서의 스캔입니다.
// Return all of the data in th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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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Name: "Music",
IndexName: "GenreAndPriceIndex"

PartiQL for DynamoDB
PartiQL에서는 PartiQL Select 문을 사용하여 인덱스에 대한 쿼리 및 스캔을 수행합니다.
// All of the rock songs
SELECT *
FROM Music.GenreAndPriceIndex
WHERE Genre = 'Rock'

// All of the cheap country songs
SELECT *
FROM Music.GenreAndPriceIndex
WHERE Genre = 'Rock' AND Price < 0.50

다음은 GenreAndPriceIndex에서의 스캔입니다.
// Return all of the data in the index
SELECT *
FROM Music.GenreAndPriceIndex

Note
Select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에 관한 내용은 DynamoDB의 PartiQL select 문 (p. 469)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의 데이터 수정
SQL 언어는 데이터 수정을 위한 UPDATE 문을 제공합니다. Amazon DynamoDB는 비슷한 태스크를 위해
UpdateItem 작업을 사용합니다.
주제
• SQL (p. 41)
• DynamoDB (p. 42)

SQL
SQL에서는 UPDATE 문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행을 수정합니다. SET 절은 하나 이상의 열의 새로운 값을
지정하고, WHERE 절은 어떤 행이 수정되는지 결정합니다. 다음은 예입니다.
UPDATE Music
SET RecordLabel = 'Global Records'
WHERE Artist = '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 'Call Me Today';

WHERE 절과 일치하는 행이 없으면 UPDATE 문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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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DynamoDB에서는 클래식 API나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단일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
다. (복수의 항목을 수정하려면 복수의 작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DynamoDB API
DynamoDB API에서는 UpdateItem 작업을 사용하여 단일 항목을 수정합니다.
{

}

TableName: "Music",
Key: {
"Artist":"No One You Know",
"SongTitle":"Call Me Today"
},
UpdateExpression: "SET RecordLabel = :label",
ExpressionAttributeValues: {
":label": "Global Records"
}

수정될 항목의 Key 속성 및 속성 값을 지정하는 UpdateExpression을 지정해야 합니다.
UpdateItem은 "upsert" 작업처럼 작동합니다. 항목이 테이블에 있으면 업데이트되고, 테이블에 없으면
새 항목이 추가(삽입)됩니다.
UpdateItem은 조건부 쓰기를 지원하는데, 특정 ConditionExpression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작업이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UpdateItem 작업은 노래의 가격이 2.00 이상이 아니면 업데
이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

TableName: "Music",
Key: {
"Artist":"No One You Know",
"SongTitle":"Call Me Today"
},
UpdateExpression: "SET RecordLabel = :label",
ConditionExpression: "Price >= :p",
ExpressionAttributeValues: {
":label": "Global Records",
":p": 2.00
}

UpdateItem은 원자성 카운터 즉,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Number 형식의 속성도 지원합니다. 원자
성 카운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SQL 데이터베이스의 시퀀스 발생기, 자격 증명 열 또는 자동 증분 필드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UpdateItem 작업을 통해 새 속성(Plays)을 초기화하여 노래가 재생된 횟수를 추적하는 예제입
니다.
{

TableName: "Music",
Key: {
"Artist":"No One You Know",
"SongTitle":"Call Me Today"
},
UpdateExpression: "SET Plays = :val",
ExpressionAttributeValues: {
":val": 0
},
ReturnValues: "UPDATED_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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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Values 파라미터는 업데이트된 속성의 새 값을 반환하는 UPDATED_NEW로 설정됩니다. 이 경
우에는 0을 반환합니다.
누군가가 이 노래를 재생할 때마다 다음 UpdateItem 작업을 사용하여 Plays를 1씩 증가시킬 수 있습니
다.
{

}

TableName: "Music",
Key: {
"Artist":"No One You Know",
"SongTitle":"Call Me Today"
},
UpdateExpression: "SET Plays = Plays + :incr",
ExpressionAttributeValues: {
":incr": 1
},
ReturnValues: "UPDATED_NEW"

Note
UpdateItem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PartiQL for DynamoDB
PartiQL에서는 PartiQL Update 문을 사용하여 ExecuteStatement 작업을 통해 테이블의 항목을 수
정합니다.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됩니다. 이 속성들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UPDATE Music
SET RecordLabel ='Global Records'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Call Me Today'

다음 예와 같이 여러 필드를 한 번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UPDATE Music
SET RecordLabel = 'Global Records'
SET AwardsWon = 10
WHERE Artist ='No One You Know' AND SongTitle='Call Me Today'

Update은 원자성 카운터 즉,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Number 형식의 속성도 지원합니다. 원자성 카
운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SQL 데이터베이스의 시퀀스 발생기, 자격 증명 열 또는 자동 증분 필드와 유사
합니다.
다음은 Update 문을 통해 새 속성(Plays)을 초기화하여 노래가 재생된 횟수를 추적하는 예제입니다.
UPDATE Music
SET Plays = 0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Call Me Today'

누군가가 이 노래를 재생할 때마다 다음 Update 문을 사용하여 Plays를 1씩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UPDATE Music
SET Plays = Plays + 1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Call M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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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Update 및 ExecuteStatement를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의 PartiQL update
문 (p. 472) 단원을 참조하세요.

테이블에서 데이터 삭제
SQL에서 DELETE 문은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행을 제거합니다. Amazon DynamoDB에서는 DeleteItem
작업을 사용하여 항목을 한 번에 하나씩 삭제합니다.
주제
• SQL (p. 44)
• DynamoDB (p. 44)

SQL
SQL에서는 DELETE 문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행을 삭제합니다. WHERE 절은 수정하려는 행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예입니다.
DELETE FROM Music
WHERE Artist = 'The Acme Band' AND SongTitle = 'Look Out, World';

여러 열을 삭제하도록 WHERE 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제와 같이 특정 아티스트의 모든
노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DELETE FROM Music WHERE Artist = 'The Acme Band'

Note
WHERE 절을 생략하면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의 모든 행을 삭제하려 시도합니다.

DynamoDB
DynamoDB에서는 클래식 API나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단일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
다. (복수의 항목을 수정하려면 복수의 작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DynamoDB API
DynamoDB API에서는 DeleteItem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한 번에 한 항목씩 삭제합
니다. 항목의 기본 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

}

TableName: "Music",
Key: {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Look Out, World"
}

Note
Amazon DynamoDB는 DeleteItem 외에도 여러 항목을 동시에 삭제하는 BatchWriteItem
작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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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Item은 조건부 쓰기를 지원하는데, 특정 ConditionExpression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작업이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DeleteItem 작업은 RecordLabel 속성이 있는 항목만 삭제합
니다.
{

}

TableName: "Music",
Key: {
Artist: "The Acme Band",
SongTitle: "Look Out, World"
},
ConditionExpression: "attribute_exists(RecordLabel)"

Note
DeleteItem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PartiQL for DynamoDB
PartiQL에서는 ExecuteStatement 작업을 통해 Delete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한 번에
한 항목씩 삭제합니다. 항목의 기본 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Artist 및 SongTitle로 구성됩니다. 이 속성들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DELETE FROM Music
WHERE Artist = 'Acme Band' AND SongTitle = 'PartiQL Rocks'

작업에 대한 추가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DELETE 작업은 Awards가 11 이상인 경우에만 항목
을 삭제합니다.
DELETE FROM Music
WHERE Artist = 'Acme Band' AND SongTitle = 'PartiQL Rocks' AND Awards > 11

Note
DELETE 및 ExecuteStatement를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의 PartiQL delete
문 (p. 475) 단원을 참조하세요.

테이블 제거
SQL에서는 DROP TABLE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제거합니다. Amazon DynamoDB에서는 DeleteTable
작업을 사용합니다.
주제
• SQL (p. 45)
• DynamoDB (p. 46)

SQL
테이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는 경우 SQL에서 DROP TABLE 문을 사용합니다.
DROP TABLE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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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이 삭제되고 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DROP TABLE 작업 실행을 취
소할 수는 있지만 일부 공급업체에 한정된 기능으로 널리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DynamoDB
DynamoDB에서 비슷한 작업은 DeleteTable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테이블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
}

TableName: "Music"

Note
DeleteTable을 사용하는 코드 예제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추가 Amazon DynamoDB 리소스
주제
• 블로그 게시물, 리포지토리 및 가이드 (p. 46)
• 데이터 모델링 및 디자인 패턴 프레젠테이션 (p. 46)
• 교육 과정 (p. 47)
• 코딩 및 시각화를 위한 도구 (p. 47)

블로그 게시물, 리포지토리 및 가이드
• 다양한 AWS SDK 언어(Node.js, Java, Python .NET, Go,, Rust)로 지원되는 AWS의 DynamoDB 코드 예
제 리포지토리입니다.
• DynamoDB 북 - Alex DeBrie의 종합 가이드로, DynamoDB를 사용한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전략 중심의
접근 방식을 소개합니다.
• DynamoDB 가이드 - Alex DeBrie의 오픈 가이드로, DynamoDB NoSQL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고급
기능을 살펴봅니다.
• 20가지 간단한 단계를 통해 RDBMS에서 DynamoDB로 전환하는 방법 - 데이터 모델링 학습에 유용한 단
계를 나타내는 Jeremy daly의 격의 없는 목록입니다.
• DynamoDB JavaScript DocumentClient 치트 시트 - Node.js 또는 JavaScript 환경에서 DynamoDB를 사용
하여 애플리케이션 빌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트 시트입니다.
• DynamoDB 핵심 개념 비디오 — 이 재생 목록은 DynamoDB의 여러 핵심 개념을 다룹니다.

데이터 모델링 및 디자인 패턴 프레젠테이션
• AWS re:Invent 2019: DynamoDB를 활용한 데이터 모델링
• DynamoDB 데이터 모델링의 원칙을 안내하는 Alex DeBrie의 강연입니다.
• AWS re:Invent 2020: DynamoDB를 활용한 데이터 모델링 1부
•
•
•
•

AWS re:Invent 2020: DynamoDB를 활용한 데이터 모델링 2부
AWS re:Invent 2017: 고급 디자인 패턴
AWS re:Invent 2018: 고급 디자인 패턴
AWS re:Invent 2019: 고급 디자인 패턴
• 이 세션에서 Jeremy Daly가 자신의 12가지 핵심 고려 사항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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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re:Invent 2020: DynamoDB 고급 디자인 패턴 1부
• AWS re:Invent 2020: DynamoDB 고급 디자인 패턴 2부
• Twitch의 DynamoDB 업무 시간

Note
각 세션에서는 다양한 사용 사례와 예제를 다룹니다.

교육 과정
• Amazon DynamoDB를 활용한 개발 - AWS에서 설계한 과정으로, Amazon DynamoDB용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안내해드립니다.
• DynamoDB 심층 분석 과정 - Cloud Guru의 교육 과정입니다.
• Amazon DynamoDB: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심 애플리케이션 빌드 - edX에서 호스팅되는 AWS 교육 및
자격증 팀의 교육 과정입니다.
• AWS DynamoDB -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 Cloud Guru의 교육 과정입니다.

코딩 및 시각화를 위한 도구
• Amazon DynamoDB용 NoSQL 워크벤치 - DynamoDB 테이블 설계, 생성, 쿼리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데
이터 모델링, 데이터 시각화 및 쿼리 개발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시각 도구입니다.
• Dynobase - 간단하게 DynamoDB 테이블을 보고 작업하고, 앱 코드를 작성하고, 실시간 확인을 통해 레코
드를 편집할 수 있는 데스크톱 도구입니다.
• DynamoDB 도구 상자 - 데이터 모델링 작업과 JavaScript 및 Node.js에서의 작업에 유용한 유틸리티를 제
공하는 Jeremy Daly의 프로젝트입니다.
• DynamoDB 스트림 프로세서 - DynamoDB Streams 작업을 매우 쉽게 만드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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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설정
AWS는 Amazon DynamoDB 웹 서비스 외에도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고 코드 개발 및 테스트에 적합한
DynamoDB의 다운로드 가능 버전도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가능 버전을 통해 DynamoDB 웹 서비스에 액세
스하지 않고도 로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항목에서는 DynamoDB(다운로드 가능 버전) 및 DynamoDB 웹 서비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주제
• DynamoDB local 설정(다운로드 가능 버전) (p. 48)
• DynamoDB 설정(웹 서비스) (p. 55)

DynamoDB local 설정(다운로드 가능 버전)
Amazon DynamoDB의 다운로드 가능 버전을 사용하면 DynamoDB 웹 서비스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데이터베이스가 컴퓨터에서 독립형으로 실행됩니다. 프로
덕션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준비가 되면 코드에서 로컬 엔드포인트를 제거한 다음 DynamoDB 웹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이 로컬 버전을 통해 처리량, 데이터 스토리지 및 데이터 전송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
션 개발 중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DynamoDB Local은 다운로드 (p.
수 있습니다.

)(JRE 필요), Apache Maven 종속 항목 또는 Docker 이미지로 사용할

대신 Amazon DynamoDB 웹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DynamoDB 설정(웹 서비스) (p. 55) 단원을 참조하세
요.
주제
• 컴퓨터에 로컬로 DynamoDB 배포 (p. 48)
• DynamoDB local 사용 참고 사항 (p. 52)

컴퓨터에 로컬로 DynamoDB 배포
Download locally
Amazon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은 .jar 실행 파일로 제공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Windows, Linux, macOS 및 Java를 지원하는 기타 플랫폼에서 실행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컴퓨터에서 DynamoDB를 설정하고 실행합니다.

컴퓨터에서 DynamoDB를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한 곳에서 무료로 DynamoDB를 다운로드합니다.
리전(Region)

다운로드 링크

체크섬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리전

.tar.gz | .zip

.tar.gz.sha256 | .zip.sha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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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Region)

다운로드 링크

체크섬

Asia Pacific (Singapore)
Region

.tar.gz | .zip

.tar.gz.sha256 | .zip.sha256

Asia Pacific (Tokyo) Region

.tar.gz | .zip

.tar.gz.sha256 | .zip.sha256

유럽(프랑크푸르트) 리전

.tar.gz | .zip

.tar.gz.sha256 | .zip.sha256

남아메리카(상파울루) 리전

.tar.gz | .zip

.tar.gz.sha256 | .zip.sha256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

.tar.gz | .zip

.tar.gz.sha256 | .zip.sha256

DynamoDB는 AWS Toolkit for Eclipse의 일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Toolkit
for Eclipse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컴퓨터에서 DynamoDB를 실행하려면 Java Runtime Environment(JRE) 8.x 이상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이전 JRE 버전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2.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한 뒤 콘텐츠의 압축을 풀고 압축 해제된 디렉터리를 원하는 위치로 복사합니
다.

3.

컴퓨터에서 DynamoDB를 시작하려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DynamoDBLocal.jar의 압축을
해제한 디렉터리로 이동한 후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java -Djava.library.path=./DynamoDBLocal_lib -jar DynamoDBLocal.jar -sharedDb

Note
Windows PowerShell을 사용하는 경우 파라미터 이름이나 전체 이름 및 다음과 비슷한 값
을 묶어야 합니다.
java -D"java.library.path=./DynamoDBLocal_lib" -jar
DynamoDBLocal.jar
중지하기 전까지 DynamoDB는 수신 요청을 처리합니다. DynamoDB를 중지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Ctrl+C를 누릅니다.
DynamoDB는 기본적으로 800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8000번 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명령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port를 포함한 DynamoDB 런타임 옵션의 전체 목
록을 보려면 이 명령을 입력합니다.
java -Djava.library.path=./DynamoDBLocal_lib -jar
DynamoDBLocal.jar -help
4.

프로그래밍 방식이나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통해 DynamoDB에 액세스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격 증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다운로드 가능한 DynamoDB가 작동하려면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AWS Access Key ID: "fakeMyKeyId"
AWS Secret Access Key: "fakeSecretAccessKey"

AWS CLI의 aws configure 명령을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I 사용 (p. 58)을 참조하십시오.
5.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시작합니다. AWS CLI를 통해 로컬에서 실행되는 DynamoDB에 액세스하려
면 --endpoint-url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
블을 나열합니다.
aws dynamodb list-tables --endpoint-url http://localhost: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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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er
Amazon DynamoDB의 다운로드 가능 버전은 도커 이미지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local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 Local을 AWS Serverless Application Model(AWS SAM)에 빌드된 REST 애플리케이션의 일
부로 사용하는 예제는 주문 관리를 위한 SAM DynamoDB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세요. 이 샘플 애플리
케이션은 테스트를 위해 DynamoDB Local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DynamoDB Local 컨테이너도 사용하는 다중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Docker Compose를
사용하여 DynamoDB Local을 비롯한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서비스를 정의하고 실행합니다.

Docker compose를 사용하여 DynamoDB local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
1.

Docker desktop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다음 코드를 파일에 복사하고 docker-compose.yml로 저장합니다.
version: '3.8'
services:
dynamodb-local:
command: "-jar DynamoDBLocal.jar -sharedDb -dbPath ./data"
image: "amazon/dynamodb-local:latest"
container_name: dynamodb-local
ports:
- "8000:8000"
volumes:
- "./docker/dynamodb:/home/dynamodblocal/data"
working_dir: /home/dynamodblocal

애플리케이션과 DynamoDB Local을 별도의 컨테이너에 보관하려면 다음 yaml 파일을 사용합니다.
version: '3.8'
services:
dynamodb-local:
command: "-jar DynamoDBLocal.jar -sharedDb -dbPath ./data"
image: "amazon/dynamodb-local:latest"
container_name: dynamodb-local
ports:
- "8000:8000"
volumes:
- "./docker/dynamodb:/home/dynamodblocal/data"
working_dir: /home/dynamodblocal
app-node:
depends_on:
- dynamodb-local
image: banst/awscli
container_name: app-node
ports:
- "8080:8080"
environment:
AWS_ACCESS_KEY_ID: 'DUMMYIDEXAMPLE'
AWS_SECRET_ACCESS_KEY: 'DUMMYEXAMPLEKEY'
command:
dynamodb describe-limits --endpoint-url http://dynamodb-local:8000 --region
us-west-2

이 docker-compose.yml 스크립트는 app-node 컨테이너와 dynamodb-local 컨테이너를 만듭니
다. 이 스크립트는 app-node 컨테이너에서 AWS CLI를 사용하여 dynamodb-local 컨테이너에
연결하고 계정 및 테이블 제한을 설명하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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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애플리케이션 이미지와 함께 사용하려면 아래 예제의 image 값을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값
으로 바꿉니다.
version: '3.8'
services:
dynamodb-local:
command: "-jar DynamoDBLocal.jar -sharedDb -dbPath ./data"
image: "amazon/dynamodb-local:latest"
container_name: dynamodb-local
ports:
- "8000:8000"
volumes:
- "./docker/dynamodb:/home/dynamodblocal/data"
working_dir: /home/dynamodblocal
app-node:
image: location-of-your-dynamodb-demo-app:latest
container_name: app-node
ports:
- "8080:8080"
depends_on:
- "dynamodb-local"
links:
- "dynamodb-local"
environment:
AWS_ACCESS_KEY_ID: 'DUMMYIDEXAMPLE'
AWS_SECRET_ACCESS_KEY: 'DUMMYEXAMPLEKEY'
REGION: 'eu-west-1'

Note

3.

YAML 스크립트를 사용하려면 AWS 액세스 키와 AWS 보안 키를 지정해야 하지만 유효한
AWS 키가 없어도 DynamoDB Local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줄 명령을 실행합니다.
docker-compose up

Apache Maven
다음 단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Amazon DynamoDB를 종속 항목으로 사용합니다.

DynamoDB를 Apache Maven 리포지토리로 배포하려면
1.
2.

Apache Maven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ownloading Apache Maven 및
Installing Apache Maven을 참조하세요.
애플리케이션의 POM(Project Object Model) 파일에 DynamoDB Maven 리포지토리를 추가합니다.
<!--Dependency:-->
<dependencies>
<dependency>
<groupId>com.amazonaws</groupId>
<artifactId>DynamoDBLocal</artifactId>
<version>[1.12,2.0)</version>
</dependency>
</dependencies>
<!--Custom repository:-->
<repositories>
<repository>
<id>dynamodb-local-oregon</id>
<name>DynamoDB Local Release Repositor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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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https://s3-us-west-2.amazonaws.com/dynamodb-local/release</url>
</repository>
</repositories>

Note
또는 AWS 리전에 따라 다음 리포지토리 URL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

리포지토리 URL

dynamodb-local-mumbai

https://s3.ap-south-1.amazonaws.com/
dynamodb-local-mumbai/release

dynamodb-local-singapore

https://s3.apsoutheast-1.amazonaws.com/dynamodblocal-singapore/release

dynamodb-local-tokyo

https://s3.ap-northeast-1.amazonaws.com/
dynamodb-local-tokyo/release

dynamodb-local-frankfurt

https://s3.eu-central-1.amazonaws.com/
dynamodb-local-frankfurt/release

dynamodb-local-sao-paulo

https://s3.sa-east-1.amazonaws.com/
dynamodb-local-sao-paulo/release

DynamoDB local 사용 참고 사항
엔드포인트를 제외하고 Amazon DynamoDB의 다운로드 가능 버전으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DynamoDB 웹 서비스로도 작동됩니다. 그러나 DynamoDB를 로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
해야 합니다.
• -sharedDb 옵션을 사용하면 DynamoDB에서 이름이 shared-local-instance.db인 단일 데이터베이스 파
일이 생성합니다. DynamoDB에 연결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이 파일에 액세스합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면
파일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 -sharedDb를 누락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이름은 myaccesskeyid_region.db로 설정되고, AWS 액세
스 키 ID 및 AWS 리전은 애플리케이션 구성에 표시된 대로 지정됩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면 파일에 저장
된 모든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 -inMemory 옵션을 사용하면 DynamoDB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 기록되지만 DynamoDB를 종료할 때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 -optimizeDbBeforeStartup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DynamoDB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찾을 수 있도
록 -dbPath 파라미터도 지정해야 합니다.
• DynamoDB용 AWS SDK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구성에서 액세스 키 값과 AWS 리전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sharedDb 또는 -inMemory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 DynamoDB는 이러한 값을 사용하여 로컬 데이터
베이스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값들은 로컬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유효한 AWS 값일 필요는 없습니
다. 그러나 유효한 값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사용 중인 엔드포인트를 변경하면 클라우드에서 코드를 실행
할 수 있으므로 유용할 것입니다.
• DynamoDB Local은 billingModeSummary.에 대해 항상 null을 반환합니다.
주제
• 명령줄 옵션 (p. 53)
• 로컬 엔드포인트 설정 (p. 53)
• 다운로드 가능한 DynamoDB와 DynamoDB 웹 서비스의 차이점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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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 옵션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과 함께 다음 명령줄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rs value - JavaScript용 CORS(cross-origin 리소스 공유)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특정 도메인에 대해
쉼표로 구분된 "허용"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cors의 기본 설정은 별표(*)이며,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
합니다.
• -dbPath value - DynamoDB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기록할 디렉터리입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으
면 현재 디렉터리에 파일이 기록됩니다. -dbPath 및 -inMemory를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
세요.
• -delayTransientStatuses - DynamoDB가 특정 작업을 지연시키도록 합니다. DynamoDB(다운로드
가능 버전)는 테이블 및 인덱스의 생성/업데이트/삭제 작업과 같은 일부 작업을 거의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ynamoDB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이 파라미
터를 설정하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DynamoDB에서 DynamoDB 웹 서비스의 동작을 더욱 면밀하게 시뮬
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파라미터는 생성 또는 삭제 상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만 지연시킬 수 있
습니다.)
• -help - 사용 요약 및 옵션을 인쇄합니다.
• -inMemory - DynamoDB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사용하는 대신 메모리에서 실행됩니다. DynamoDB를
중지하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dbPath 및 -inMemory를 동시에 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
세요.
• -optimizeDbBeforeStartup - 컴퓨터에서 DynamoDB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최적화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에는 -dbPath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 -port value - DynamoDB가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기 위해 사용할 포트 번호입니다. 이 옵션을 지정하
지 않으면 기본 포트는 8000입니다.

Note
DynamoDB는 기본적으로 800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8000번 포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port 옵션을 사용하여 다른 포트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ort를 포함한 DynamoDB 런타임 옵션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java -Djava.library.path=./DynamoDBLocal_lib -jar DynamoDBLocal.jar help
• -sharedDb - -sharedDb를 지정하는 경우, DynamoDB에서는 자격 증명과 리전마다 별도의 파일을 사용
하는 대신 데이터베이스 파일 하나를 사용합니다.

로컬 엔드포인트 설정
기본적으로 AWS SDK 및 도구는 Amazon DynamoDB 웹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에서 SDK 및 도구를 사용하려면 로컬 엔드포인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http://localhost:8000

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LI를 사용하여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
드 (p. 266)의 모든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컬에서 실행되는 DynamoDB에 액세스하려면 --endpoint-url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AWS
CLI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DynamoDB에 테이블을 나열하는 예입니다.
aws dynamodb list-tables --endpoint-url http://localhost: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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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 CLI는 기본 엔드포인트로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endpoint-url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 SDK
엔드포인트를 지정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AWS SDK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단원에서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Java: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 설정 (p. 272)(DynamoDB Local은 AWS SDK for Java V1 및 V2 지원)
• .NET: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 설정 (p. 274)

Note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예는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운로드 가능한 DynamoDB와 DynamoDB 웹 서비스의 차이점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은 개발 및 테스트용일 뿐입니다. 비교하자면 DynamoDB 웹 서비스는 확장
성, 가용성 및 내구성을 갖춘 관리형 서비스로서 프로덕션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은 다음 방식에서 웹 서비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 AWS 리전과 별개의 AWS 계정은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CreateTable 작업에서 필요하더라도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이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에서
무시됩니다. CreateTable의 경우,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할당된 읽기 및 쓰기 처리량에 원하는 숫자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UpdateTable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
로비저닝된 처리량 값의 변경 내용은 무시됩니다.
• Scan 작업이 순차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병렬 검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Scan 작업의 Segment 및
TotalSegments 파라미터는 무시됩니다.
• 테이블 데이터의 읽기 및 쓰기 작업 속도는 컴퓨터 속도에 의해서만 제한됩니다. CreateTable,
UpdateTable 및 DeleteTable 작업이 즉시 발생하며 테이블은 항상 활성 상태입니다. 테이블 또는 글
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만 변경하는 UpdateTable 작업이 즉시 발생합니다.
UpdateTable 작업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해당 인덱스가 활성 상태가 되기
전에 정상 상태(생성 또는 삭제)로 전환됩니다. 이 때 테이블은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 읽기 작업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DynamoDB의 속도 때문에 대부분의 읽기
작업은 매우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 항목 컬렉션 지표 및 항목 컬렉션 크기는 추적되지 않습니다. 작업 응답에서 항목 컬렉션 지표 대신 null 값
이 반환됩니다.
• DynamoDB의 경우, 결과 집합당 반환되는 데이터는 최대 1MB로 제한됩니다. DynamoDB 웹 서비스 및 다
운로드 가능 버전 모두에서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덱스를 쿼리하면 DynamoDB 서비스는 프로
젝션된 키와 속성의 크기만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다운로드 버전 DynamoDB는 전체 항목의 크기를 계산
합니다.
• DynamoDB Streams를 사용할 경우 샤드의 생성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DynamoDB 웹 서비스에서 샤
드 생성 동작은 부분적으로 테이블 분할 작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로컬에서 DynamoDB를 실행할 경우에
는 테이블 분할 기능이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샤드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이 샤드 동
작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TransactionConflictExceptions은 트랜잭션 API에 대해 DynamoDB(다운로드
버전)에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Java 모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DynamoDB 핸들러에서
TransactionConflictExceptions를 시뮬레이션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충돌하는 트랜잭션에 대응하
는 방식을 테스트합니다.
• DynamoDB 웹 서비스에서 테이블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Authors라는 테이블과 authors이라
는 테이블이 별도의 테이블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가능한 버전에서 테이블 이름은 대/소문자
를 구분하며, 이러한 두 테이블을 생성하려고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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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설정(웹 서비스)
Amazon DynamoDB 웹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1. AWS에 가입합니다. (p. 55)
2. AWS 액세스 키를 가져옵니다 (p. 55)(프로그래밍 방식으로 DynamoDB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

Note
AWS Management Console만을 통해 DynamoDB와 상호 작용하려면 AWS 액세스 키가 필요하
지 않으므로 이 단계를 건너 뛰어 콘솔 사용 (p. 57)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p. 56)(프로그래밍 방식으로 DynamoDB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

AWS에 가입
DynamoDB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AWS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정이 아직 없는 경우에 로그인하려고 하면
계정을 만들도록 요청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WS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청
구됩니다.

AWS에 가입하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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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등록 절차 중 전화를 받고 전화 키패드를 사용하여 확인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WS 계정에 가입하면 AWS 계정루트 사용자가 생성됩니다. 루트 사용자에게는 계정의 모든 AWS 서비
스 및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는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루트 사용자만 사용하여 루트 사용자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AWS 액세스 키 가져오기
프로그래밍 방식이나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통해 DynamoDB에 액세스하기 전에 AWS
액세스 키가 있어야 합니다. DynamoDB 콘솔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액세스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키는 액세스 키 ID 및 비밀 액세스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AWS에 보내는 프로그래밍
방식의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키가 없는 경우에는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액세스 키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 액세스 키가 필요하지 않은 태스크에는 액세스 키를 사용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모범 사례입니다. 대신 자신에 대한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새 관리자 IAM 사용자를 생
성합니다.
보안 액세스 키는 액세스 키를 생성하는 시점에만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새 액세스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IAM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참조하세요.

IAM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키를 생성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

2.

탐색 창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액세스 키를 생성할 사용자의 이름을 선택한 다음 Security credentials(보안 자격 증명) 탭을 선택합니
다.

4.

액세스 키 섹션에서 Create access key(액세스 키 생성)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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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액세스 키 페어를 보려면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 대화 상자를 닫은 후에는 보안 액세스 키에 다시 액
세스할 수 없습니다. 자격 증명은 다음과 비슷합니다.
• 액세스 키 ID: AKIAIOSFODNN7EXAMPLE
• 비밀 액세스 키: wJalrXUtnFEMI/K7MDENG/bPxRfiCYEXAMPLEKEY

6.

키 페어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 .csv file]을 선택합니다. 안전한 위치에 키를 저장합니다. 이
대화 상자를 닫은 후에는 보안 액세스 키에 다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AWS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키를 기밀로 유지하고, 이메일로 전송하지 마세요. AWS 또는 Amazon.com
의 이름으로 문의가 온다 할지라도 조직 외부로 키를 공유하지 마세요. Amazon을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보안 키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7.

.csv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닫기를 선택합니다. 액세스 키를 생성하면 키 페어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
므로 해당 페어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
•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이란 무엇입니까?
• AWS 일반 참조의 AWS 보안 자격 증명

보안 인증 정보 구성
프로그래밍 방식이나 AWS CLI를 통해 DynamoDB에 액세스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자격 증명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세스 키 ID 및 보안 액세스 키를 저장하는 자격
증명 파일을 수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CLI의 aws configure 명령을 사용하여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환경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
래밍 관련 AWS SDK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 CLI를 설치 및 구성하는 방법은 AWS CLI 사용 (p. 58)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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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액세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콘솔 사용 (p. 57)
• AWS CLI 사용 (p. 58)
• API 사용 (p. 60)
• DynamoDB에 대한 NoSQL 워크벤치 사용 (p. 60)
• IP 주소 범위 (p. 60)

콘솔 사용
Amazon DynamoDB용 AWS Management Console은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home에
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DynamoDB 대시보드에서 최근 알림, 총 용량, 서비스 상태, 최신 DynamoDB 소식을 모니터링합니다.
• 테이블을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합니다. 용량 계산기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용 정보에 기반하여 요청해
야 할 용량 단위의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 스트림을 관리합니다.
• 테이블에 저장된 항목을 보고 추가, 업데이트 및 삭제합니다. 유지 시간(TTL)을 관리하여 테이블의 항목이
만료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을 쿼리 및 검색합니다.
• 알림을 설정 및 확인하여 테이블의 용량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CloudWatch의 실시간 그래프에서 테이
블의 상위 모니터링 측정치를 봅니다.
• 테이블의 할당된 용량을 수정합니다.
• 테이블의 테이블 클래스를 수정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 및 삭제합니다.
• DynamoDB 스트림을 AWS Lambda 함수에 연결하는 트리거를 만듭니다.
• 리소스에 태그를 적용하여 리소스를 손쉽게 정리하고 식별합니다.
• 예약 용량을 구매합니다.
첫 테이블을 만들라는 안내 화면이 콘솔에 표시됩니다. 테이블을 보려면 콘솔 왼쪽 탐색 창에서 테이블을 선
택합니다.
각 탐색 탭 안에서 테이블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요 - 항목 수 및 지표를 포함한 테이블 세부 정보를 봅니다.
• 인덱스 - 전역 및 로컬 보조 인덱스를 관리합니다.
• 모니터링 - 경보,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및 CloudWatch 지표를 봅니다.
• 전역 테이블 - 테이블 복제본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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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 특정 시점으로 복구 및 온디맨드 백업을 관리합니다.
• 내보내기 및 스트림 - 테이블을 Amazon S3로 내보내고 DynamoDB Streams 및 Kinesis Data Streams를
관리합니다.
• 추가 설정 - 읽기/쓰기 용량, 유지 시간(TTL) 설정, 암호화 및 태그를 관리합니다.

AWS CLI 사용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면 명령줄에서 여러 AWS 서비스를 관리하고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생성과 같이 특별 작업을 수행할 때 AWS CL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이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작업을 유틸리티 스크립트 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서 AWS CLI를 사용하려면 액세스 키 ID와 보안 액세스 키를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액세스 키 가져오기 (p. 55)을 참조하십시오.
AWS CLI의 DynamoDB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AWS CLI 명령 참조를 참조하세
요.
주제
• AWS CLI 다운로드 및 구성 (p. 58)
• DynamoDB와 함께 AWS CLI 사용 (p. 58)
• 다운로드 가능 DynamoDB에서 AWS CLI 사용 (p. 59)

AWS CLI 다운로드 및 구성
AWS CLI는 http://aws.amazon.com/cli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macOS 또는 Linux에서 실행됩니
다. AWS CLI 다운로드 후 다음 단계에 따라 설치 및 구성합니다.
1.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로 이동합니다.

2.

AWS CLI 설치 및 AWS CLI 구성 지침을 따릅니다.

DynamoDB와 함께 AWS CLI 사용
명령줄 형식은 DynamoDB 작업 이름과 뒤에 나오는 해당 작업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AWS CLI는 파라미
터 값의 간편 구문과 JSON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을 사용하면 이름이 Music인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파티션 키는 Artist이고 정렬 키는
SongTitle입니다. (읽기 쉽도록 이 단원에서는 긴 명령이 여러 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1,WriteCapacityUnits=1 \
--table-class STANDARD

다음 명령을 통해 테이블에 새 항목이 추가됩니다. 본 예제에서 간편 구문과 JSON이 함께 사용됩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API 버전 2012-08-10
58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다운로드 가능 DynamoDB에서 AWS CLI 사용
--item \
'{"Artist": {"S": "No One You Know"}, "SongTitle": {"S": "Call Me Today"},
"AlbumTitle": {"S": "Somewhat Famous"}}' \
--return-consumed-capacity TOTAL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item '{
"Artist": {"S": "Acme Band"},
"SongTitle": {"S": "Happy Day"},
"AlbumTitle": {"S": "Songs About Life"} }' \
--return-consumed-capacity TOTAL

명령줄에서는 유효한 JSON을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AWS CLI는 JSON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래에서 이름이 key-conditions.json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JSON 코드 조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

"Artist": {
"AttributeValueList": [
{
"S": "No One You Know"
}
],
"ComparisonOperator": "EQ"
},
"SongTitle": {
"AttributeValueList": [
{
"S": "Call Me Today"
}
],
"ComparisonOperator": "EQ"
}

이제 AWS CLI를 사용하여 Query 요청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key-conditions 파라미
터에 key-conditions.json 파일의 콘텐츠가 사용됩니다.
aws dynamodb query --table-name Music --key-conditions file://key-conditions.json

다운로드 가능 DynamoDB에서 AWS CLI 사용
AWS CLI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DynamoDB(다운로드 가능 버전)와 상호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
려면 다음 파라미터를 각 명령에 추가합니다.
--endpoint-url http://localhost:8000
다음은 AWS CLI를 사용하여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나열하는 예제입니다.
aws dynamodb list-tables --endpoint-url http://localhost:8000

DynamoDB에서 기본값(8000)이 아닌 다른 포트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endpoint-url 값을
수정합니다.

Note
AWS CLI는 기본 엔드포인트로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endpoint-url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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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사용
AWS Management Console 및 AWS 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대화식 Amazon DynamoDB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ynamoDB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AWS SDK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코
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WS SDK는 Java, 브라우저의 JavaScript, .NET, Node.js, PHP, Python, Ruby, C++, Go, Android, iOS에서
DynamoDB 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언어를 신속하게 사용하려면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에서 AWS SDK를 사용하려면 AWS 액세스 키 ID와 보안 액세스 키를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DynamoDB 설정(웹 서비스) (p. 55)을 참조하십시오.
AWS SDK를 이용한 DynamoDB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 대한 수준 높은 개요를 알아보려면 DynamoDB
및 AWS SDK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p. 15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에 대한 NoSQL 워크벤치 사용
DynamoDB용 NoSQL Workbench (p. 760)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여 DynamoDB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
다.

IP 주소 범위
Amazon Web Services(AWS)는 현재 IP 주소 범위를 JSON 형식으로 게시합니다. 현재 범위를 보려면 ipranges.json을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의 AWS IP 주소 범위를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 및 인덱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 범위를 찾으려면 ip-ranges.json 파일
에서 "service": "DYNAMODB" 문자열을 검색하십시오.

Note
DynamoDB Streams 또는 DAX(DynamoDB Accelerator)에는 IP 주소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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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started with DynamoDB
이 단원의 실습용 자습서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를 시작하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
다.
주제
• DynamoDB의 기본 개념 (p. 61)
• 사전 조건 - 시작하기 자습서 (p. 61)
• 1단계: 테이블 생성 (p. 61)
• 2단계: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데이터 쓰기 (p. 65)
• 3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읽기 (p. 69)
• 4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업데이트 (p. 71)
• 5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쿼리 (p. 73)
• 6단계: 글로벌 보조 인덱스 생성 (p. 75)
• 7단계: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p. 79)
• 8단계: (선택 사항) 리소스 정리 (p. 82)
• DynamoDB 시작하기: 다음 단계 (p. 82)

DynamoDB의 기본 개념
시작하기 전에 Amazon DynamoDB의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핵심 구성
요소를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사전 조건에서 DynamoDB 설정에 관해 알아봅니다.

사전 조건 - 시작하기 자습서
Amazon DynamoDB 자습서를 시작하기 전에 DynamoDB 설정 단계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1단계: 테이블
생성 (p. 61)으로 이동합니다.

Note
• AWS Management Console을 통해서만 DynamoDB와 상호 작용할 계획이면 AWS 액세스 키가
필요 없습니다. AWS에 가입 단계를 완료한 다음 1단계: 테이블 생성 (p. 61)로 이동합니다.
• 프리 티어 계정을 신청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DynamoDB Local(다운로드 가능 버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1단계: 테이블 생성 (p. 61)으로 이동합니다.

1단계: 테이블 생성
이 단계에서는 Amazon DynamoDB에 Music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 테이블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61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1단계: 테이블 생성

• 파티션 키 - Artist
• 정렬 키 - SongTitle
테이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전 조건 - 시작하기 자습서 (p. 61)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새 Music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Dashboard]를 선택합니다.

3.

콘솔의 오른쪽에서 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4.

다음과 같이 테이블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a.

테이블 이름에 Music을 입력합니다.

b.

파티션 키에 Artist을 입력합니다.

c.

정렬 키로 SongTitle을 입력합니다.

d.

기본 설정(Default settings)이 선택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Create]을 선택하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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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create-table을 사용하여 새 Music 테이블을 만듭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5 \
--table-class STANDARD

create-table를 사용하면 다음 샘플 결과가 반환됩니다.
{

}

"TableDescription": {
"TableArn": "arn:aws:dynamodb:us-west-2:522194210714:table/Music",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rtist",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SongTitle",
"AttributeType": "S"
}
],
"ProvisionedThroughput": {
"NumberOfDecreasesToday": 0,
"WriteCapacityUnits": 5,
"ReadCapacityUnits": 5
},
"TableClassSummary": {
"LastUpdateDateTime": 1558028402.69,
"TableClass": "STANDARD"
},
"TableSizeBytes": 0,
"TableName": "Music",
"TableStatus": "CREATING",
"TableId": "d04c7240-0e46-435d-b231-d54091fe1017",
"KeySchema": [
{
"KeyType": "HASH",
"AttributeName": "Artist"
},
{
"KeyType": "RANGE",
"AttributeName": "SongTitle"
}
],
"ItemCount": 0,
"CreationDateTime": 1558028402.69
}

TableStatus 필드 값은 CREATING로 설정됩니다.
DynamoDB에서 Music 테이블 생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describe-table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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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Music | grep TableStatus

이 명령은 다음 결과를 반환합니다.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이 완료되면 TableStatus 필드 값이
ACTIVE로 설정됩니다.
"TableStatus": "ACTIVE",

테이블이 ACTIVE 상태가 되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DynamoDB의 특정 시점으로 복
구 (p. 650)를 활성화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간주됩니다.
aws dynamodb update-continuous-backups \
--table-name Music \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
PointInTimeRecoveryEnabled=true

Note
특정 시점 복구를 사용하여 연속 백업을 활성화하면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새 테이블을 생성한 후에는 2단계: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데이터 쓰기 (p. 65)로 이동
합니다.

2단계: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데
이터 쓰기
이 단계에서는 1단계: 테이블 생성 (p. 61)에서 생성한 Music 테이블에 여러 항목을 삽입합니다.
쓰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쓰기 (p. 343)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에 데이터를 쓰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2.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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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목 보기(View Items)를 선택합니다.

5.

항목(Items) 탭에서 항목 생성(Create item)을 선택합니다.

6.

새 속성 추가(Add new attribute)를 선택한 다음 숫자(Number)를 선택합니다. 필드 이름을 Awards로 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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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문자열 형식의 AlbumTitle을 생성합니다.

8.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값을 입력합니다.

9.

a.

[Artist]에 No One You Know 값을 입력합니다.

b.

[SongTitle]에 Call Me Today를 입력합니다.

c.

[AlbumTitle]에 Somewhat Famous를 입력합니다.

d.

[Awards]에 1를 입력합니다.

항목 생성(Create Item)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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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절차를 반복하여 다음 값으로 다른 항목을 생성합니다.
a.

[Artist]에 Acme Band를 입력합니다.

b.

[SongTitle]에 Happy Day를 입력합니다.

c.

[AlbumTitle]에 Songs About Life를 입력합니다.

d.

[Awards]에 10를 입력합니다.

11. 이 작업을 한 번 더 수행하여 이전 단계와 Artist는 같지만 다른 속성의 값이 다른 항목을 또 하나 생성합
니다.
a.

[Artist]에 Acme Band를 입력합니다.

b.

[SongTitle]에 PartiQL Rocks를 입력합니다.

c.

[AlbumTitle]에 Another Album Title를 입력합니다.

d.

[Awards]에 8를 입력합니다.

AWS CLI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Music 테이블에 새로운 항목을 여러 개 생성합니다. 이 작업은 DynamoDB API
나 DynamoDB용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item \
'{"Artist": {"S": "No One You Know"}, "SongTitle": {"S": "Call Me Today"},
"AlbumTitle": {"S": "Somewhat Famous"}, "Awards": {"N": "1"}}'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item \
'{"Artist": {"S": "No One You Know"}, "SongTitle": {"S": "Howdy"},
"AlbumTitle": {"S": "Somewhat Famous"}, "Awards": {"N": "2"}}'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item \
'{"Artist": {"S": "Acme Band"}, "SongTitle": {"S": "Happy Day"}, "AlbumTitle":
{"S": "Songs About Life"}, "Awards": {"N": "10"} }'
aws dynamodb put-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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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Music \
--item \
'{"Artist": {"S": "Acme Band"}, "SongTitle": {"S": "PartiQL Rocks"},
"AlbumTitle": {"S": "Another Album Title"}, "Awards": {"N": "8"} }'

PartiQL for DynamoDB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INSERT INTO Music \
VALUE \
{'Artist':'No One You Know','SongTitle':'Call Me Today',
'AlbumTitle':'Somewhat Famous', 'Awards':'1'}"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INSERT INTO Music \
VALUE \
{'Artist':'No One You Know','SongTitle':'Howdy', 'AlbumTitle':'Somewhat
Famous', 'Awards':'2'}"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INSERT INTO Music \
VALUE \
{'Artist':'Acme Band','SongTitle':'Happy Day', 'AlbumTitle':'Songs
About Life', 'Awards':'10'}"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INSERT INTO Music \
VALUE \
{'Artist':'Acme Band','SongTitle':'PartiQL Rocks',
'AlbumTitle':'Another Album Title', 'Awards':'8'}"

Parti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rtiQL insert 문을 참조하세요.
DynamoDB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형식을 참조하세요.
DynamoDB 데이터 형식을 JSON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속성 값을 참조하세요.
테이블에 데이터를 쓴 후에 3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읽기 (p. 69)로 이동합니다.

3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읽기
이 단계에서는 2단계: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데이터 쓰기 (p. 65)에서 생성한 항목을
다시 읽게 됩니다. DynamoDB 콘솔 또는 AWS CLI에서 Artist 및 SongTitle을 지정하여 Music 테이블
의 항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읽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읽기 (p. 342)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의 데이터를 읽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항목 보기(View Items)를 선택합니다.

5.

[Items] 탭에서 테이블에 저장된 항목의 목록을 Artist 및 SongTitle로 정렬된 상태로 봅니다.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Artist Acme Band와 SongTitle Happy Day가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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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Music에서 항목을 읽습니다. 이 작업은 DynamoDB API나 DynamoDB용 SQL 호
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Note
DynamoDB의 기본 동작은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입니다. 아래의 consistent-read 파라미
터를 사용하여 일관된 읽기를 보여줍니다.
aws dynamodb get-item --consistent-read \
--table-name Music \
--key '{ "Artist": {"S": "Acme Band"}, "SongTitle": {"S":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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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item를 사용하면 다음 샘플 결과가 반환됩니다.
{

}

"Item": {
"AlbumTitle": {
"S": "Songs About Life"
},
"Awards": {
"N": "10"
},
"SongTitle": {
"S": "Happy Day"
},
"Artist": {
"S": "Acme Band"
}
}

PartiQL for DynamoDB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SELECT * FROM Music
\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Happy Day'"

PartiQL Select 문을 사용하면 다음 샘플 결과가 반환됩니다.
{

}
}

"Items": [
{
"AlbumTitle": {
"S": "Songs About Life"
},
"Awards": {
"S": "10"
},
"Artist": {
"S": "Acme Band"
},
"SongTitle": {
"S": "Happy Day"
}
}
]

Parti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rtiQL select 문을 참조하세요.
테이블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려면 4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업데이트 (p. 71)로 이동합니다.

4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업데이트
이 단계에서는 2단계: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데이터 쓰기 (p. 65)에서 생성한 항
목을 업데이트합니다. DynamoDB 콘솔 또는 AWS CLI를 통해 Artist, SongTitle 및 업데이트된
AlbumTitle을 지정하여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의 AlbumTitle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쓰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쓰기 (p. 34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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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anagement Console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2.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4.

테이블 목록에서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항목 보기(View items)를 선택합니다.

5.

Artist 값이 Acme Band이고 SongTitle 값이 Happy Day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6.

AlbumTitle 값을 Updated Album Title로 업데이트한 다음 [Save]를 선택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콘솔에서 업데이트된 항목을 보여줍니다.

AWS CLI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Music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작업은 DynamoDB API나
DynamoDB용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Music \
--key '{ "Artist": {"S": "Acme Band"}, "SongTitle": {"S": "Happy Day"}}' \
--update-expression "SET AlbumTitle = :newval" \
--expression-attribute-values '{":newval":{"S":"Updated Album Title"}}' \
--return-values ALL_NEW

update-item을 사용하면 return-values ALL_NEW를 지정했으므로 다음 샘플 결과가 반환됩니다.
{

"Attributes": {
"AlbumTitle": {
"S": "Updated Album Title"
},
"Awards": {
"N": "10"
},
"SongTitle": {
"S":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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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rtist": {
"S": "Acme Band"
}

PartiQL for DynamoDB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UPDATE Music \
SET AlbumTitle='Updated Album Title'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Happy Day' \
RETURNING ALL NEW *"

\

Update 문을 사용하면 RETURNING ALL NEW *를 지정했으므로 다음 샘플 결과가 반환됩니다.
{

}

"Items": [
{
"AlbumTitle": {
"S": "Updated Album Title"
},
"Awards": {
"S": "10"
},
"Artist": {
"S": "Acme Band"
},
"SongTitle": {
"S": "Happy Day"
}
}
]

Parti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rtiQL update 문을 참조하세
요.
Music 테이블의 데이터를 쿼리하려면 5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쿼리 (p. 73)로 이동합니다.

5단계: 테이블의 데이터 쿼리
이 단계에서는 Artist을 지정하여 the section called “2단계: 데이터 쓰기” (p. 65)에서 Music 테이블에
쓴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그러면 파티션 키 Artist와 연결된 모든 곡이 표시됩니다.
쿼리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쿼리 작업 (p. 42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쿼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2.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4.
5.

테이블 목록에서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항목 보기(View items)를 선택합니다.
쿼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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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티션 키에 Acme Band를 입력한 다음 실행(Run)을 선택합니다.

AWS CLI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Music 테이블의 항목을 쿼리합니다. 이 작업은 DynamoDB API나 DynamoDB용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query를 사용하고 파티션 키를 제공하여 DynamoDB API를 통해 항목을 쿼리합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Music \
--key-condition-expression "Artist = :name" \
--expression-attribute-values '{":name":{"S":"Acme Band"}}'

query를 사용하면 이 특정 Artist와 연결된 모든 곡이 반환됩니다.
{

"Items": [
{
"AlbumTitle": {
"S": "Updated Album Title"
},
"Awards": {
"N": "10"
},
"Artist": {
"S": "Acme Band"
},
"SongTitle": {
"S": "Happ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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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lbumTitle": {
"S": "Another Album Title"
},
"Awards": {
"N": "8"
},
"Artist": {
"S": "Acme Band"
},
"SongTitle": {
"S": "PartiQL Rocks"
}

}
],
"Count": 2,
"ScannedCount": 2,
"ConsumedCapacity": null

PartiQL for DynamoDB
Select 문을 사용하고 파티션 키를 제공하여 PartiQL을 통해 항목을 쿼리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SELECT * FROM Music
\
WHERE Artist='Acme Band'"

이와 같이 Select 문을 사용하면 이 특정 Artist와 연결된 모든 곡이 반환됩니다.
{

}

"Items": [
{
"AlbumTitle": {
"S": "Updated Album Title"
},
"Awards": {
"S": "10"
},
"Artist": {
"S": "Acme Band"
},
"SongTitle": {
"S": "Happy Day"
}
}
]

Parti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rtiQL select 문을 참조하세요.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려면 6단계: 글로벌 보조 인덱스 생성 (p. 75)로 이동합니다.

6단계: 글로벌 보조 인덱스 생성
이 단계에서는 Music에서 생성한 1단계: 테이블 생성 (p. 61)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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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494) 단원을 참조
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
Amazon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AlbumTitle-index를 생성하
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Music 테이블의 [Indexes] 탭을 선택합니다.

5.

[Create index]를 선택합니다.

6.

파티션 키에 AlbumTitle을 입력합니다.

7.

인덱스 이름(Index name)에 AlbumTitle-index를 입력합니다.

8.

다른 설정은 기본값으로 두고 인덱스 생성(Create index)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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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update-table를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AlbumTitle-index를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AlbumTitle,AttributeType=S \
--global-secondary-index-updates \
"[{\"Create\":{\"IndexName\": \"AlbumTitle-index\",\"KeySchema\":[{\"AttributeName
\":\"AlbumTitle\",\"KeyType\":\"HASH\"}],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10, \"WriteCapacityUnits\": 5
},\"Projection\":{\"ProjectionType\":\"ALL\"}}}]"

update-table를 사용하면 다음 샘플 결과가 반환됩니다.
{

"TableDescription": {
"TableArn": "arn:aws:dynamodb:us-west-2:522194210714:table/Music",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lbumTitle",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Artist",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SongTitle",
"AttributeType": "S"
}
],
"GlobalSecondaryIndexes": [
{
"IndexSizeBytes": 0,
"IndexName": "AlbumTitle-index",
"Projection": {
"ProjectionType": "ALL"
},
"ProvisionedThroughput": {
"NumberOfDecreasesToday": 0,
"WriteCapacityUnits": 5,
"ReadCapacityUnits": 10
},
"IndexStatus": "CREATING",
"Backfilling": false,
"KeySchema": [
{
"KeyType": "HASH",
"AttributeName": "AlbumTitle"
}
],
"IndexArn": "arn:aws:dynamodb:us-west-2:522194210714:table/Music/index/
AlbumTitle-index",
"ItemCount": 0
}
],
"ProvisionedThroughput": {
"NumberOfDecreasesToday": 0,
"WriteCapacityUnits": 5,
"ReadCapacityUnits":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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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SizeBytes": 0,
"TableName": "Music",
"TableStatus": "UPDATING",
"TableId": "d04c7240-0e46-435d-b231-d54091fe1017",
"KeySchema": [
{
"KeyType": "HASH",
"AttributeName": "Artist"
},
{
"KeyType": "RANGE",
"AttributeName": "SongTitle"
}
],
"ItemCount": 0,
"CreationDateTime": 1558028402.69

IndexStatus 필드 값은 CREATING로 설정됩니다.
DynamoDB에서 AlbumTitle-index 글로벌 보조 인덱스 생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describetable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Music | grep IndexStatus

이 명령은 다음 결과를 반환합니다. 반환되는 IndexStatus 필드 값이 ACTIVE로 설정되면 인덱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IndexStatus": "ACTIVE",

그 다음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7단계: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p. 79)

7단계: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이 단계에서는 Amazon DynamoDB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494) 단원을 참조
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AlbumTitle-index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통해 데이터를 쿼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항목 보기(View Items)를 선택합니다.

5.

쿼리를 선택합니다.

6.

쿼리(Query) 아래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앨범 타이틀 인덱스(AlbumTitle-index)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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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타이틀(AlbumTitle)에 Somewhat Famous를 입력한 다음 실행(Run)을 선택합니다.

AWS CLI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Music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AlbumTitle-index를 쿼리합니다. 이 작
업은 DynamoDB API나 DynamoDB용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PI
query를 사용하고 인덱스 이름을 제공하여 DynamoDB API를 통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합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Music \
--index-name AlbumTitle-index \
--key-condition-expression "AlbumTitle = :name" \
--expression-attribute-values '{":name":{"S":"Somewhat Famous"}}'

query를 사용하면 다음 샘플 결과가 반환됩니다.
{

"Items": [
{
"AlbumTitle": {
"S": "Somewhat Famous"
},
"Awards": {
"S": "1"
},
"Artist": {
"S": "No One You Know"
},
"SongTitle": {
"S": "Call Me Today"
}
},
{
"AlbumTitle": {
"S": "Somewhat Famous"
},
"Awards": {
"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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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
"S": "No One You Know"
},
"SongTitle": {
"S": "Howdy"
}

}

}
],
"Count": 2,
"ScannedCount": 2,
"ConsumedCapacity": null

PartiQL for DynamoDB
Select 문을 사용하고 인덱스 이름을 제공하여 PartiQL을 통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합니다.

Note
CLI를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하므로 Music 및 AlbumTitle-index 주위의 큰 따옴표를 이스케
이프 처리해야 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SELECT * FROM \"Music\".\"AlbumTitle-index
\" \
WHERE AlbumTitle='Somewhat Famous'"

이와 같이 Select 문을 사용하면 다음 샘플 결과가 반환됩니다.
{

}

"Items": [
{
"AlbumTitle": {
"S": "Somewhat Famous"
},
"Awards": {
"S": "1"
},
"Artist": {
"S": "No One You Know"
},
"SongTitle": {
"S": "Call Me Today"
}
},
{
"AlbumTitle": {
"S": "Somewhat Famous"
},
"Awards": {
"S": "2"
},
"Artist": {
"S": "No One You Know"
},
"SongTitle": {
"S": "Howdy"
}
}
]

PartiQ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rtiQL select 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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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선택 사항) 리소스 정리
자습서용으로 생성한 Amazon DynamoDB 테이블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하면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DynamoDB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1
단계: 테이블 생성 (p. 61)에서 생성한 Music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테이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 단원을 참
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
콘솔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4.

테이블 목록에서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5.

[Delete Table]을 선택합니다.

Music 테이블의 Indexes(인덱스) 탭을 선택합니다.

AWS CLI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delete-table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delete-table --table-name Music

DynamoDB 시작하기: 다음 단계
Amazon DynamoD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
•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 DynamoDB의 쿼리 작업 (p. 424)
• DynamoDB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494)
•
•
•
•

트랜잭션 작업 (p. 568)
DynamoDB Accelerator(DAX)를 통한 인 메모리 가속화 (p. 657)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DynamoDB 및 AWS SDK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p.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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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이 단원에는 Amazon DynamoDB 학습을 돕는 실습용 자습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습서의 코드 예
제는 DynamoDB의 다운로드 가능 버전 또는 DynamoDB 웹 서비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제
• DynamoDB 테이블 생성 (p. 83)
• DynamoDB 테이블에 항목을 씁니다. (p. 93)
•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읽기 (p. 103)
•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업데이트 (p. 111)
•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삭제 (p. 121)
• DynamoDB 테이블 쿼리 (p. 130)
• DynamoDB 테이블 스캔 (p. 142)
•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DynamoDB 테이블 생성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핵심 구성 요소 (p. 2)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생성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am>

///
///
///
///
///

<summary>
Creates a new Amazon DynamoDB table and then waits for the new
table to become activ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indicating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CreateMovieTable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CreateTableAsync(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title",
AttributeType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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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year",
AttributeType = "N",
},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year",
KeyType = "HASH",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5,
},

// Wait until the table is ACTIVE and then report success.
Console.Write("Waiting for table to become active...");
var request = 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
TableStatus status;
int sleepDuration = 2000;
do
{

System.Threading.Thread.Sleep(sleepDuration);

var describeTableResponse = await
client.DescribeTableAsync(request);
status = describeTableResponse.Table.TableStatus;
Console.Write(".");
}
while (status != "ACTIVE");
}

return status == TableStatus.ACTIV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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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if (!region.empty())
clientConfig.region = region;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std::cout << "Creating table " << table <<
" with a simple primary key: \"Name\"" << std::endl;
Aws::DynamoDB::Model::CreateTableRequest req;
Aws::DynamoDB::Model::AttributeDefinition haskKey;
haskKey.SetAttributeName("Name");
haskKey.SetAttributeType(Aws::DynamoDB::Model::ScalarAttributeType::S);
req.AddAttributeDefinitions(haskKey);
Aws::DynamoDB::Model::KeySchemaElement keyscelt;
keyscelt.WithAttributeName("Name").WithKeyType(Aws::DynamoDB::Model::KeyType::HASH);
req.AddKeySchema(keyscelt);
Aws::DynamoDB::Model::ProvisionedThroughput thruput;
thruput.WithReadCapacityUnits(5).WithWriteCapacityUnits(5);
req.SetProvisionedThroughput(thruput);
req.SetTableName(table);
const Aws::DynamoDB::Model::CreateTableOutcome& result =
dynamoClient.CreateTable(req);
if (result.IsSuccess())
{
std::cout << "Table \"" <<
result.GetResult().GetTableDescription().GetTableName() <<
" created!" << std::endl;
}
else
{
std::cout << "Failed to create table: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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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MovieTable creates a DynamoDB table with a composite primary key defined
as
// a string sort key named `title`, and a numeric partition key named `year`.
// This function uses NewTableExistsWaiter to wait for the table to be created by
// DynamoDB before it returns.
func (basics TableBasics) CreateMovieTable() (*types.TableDescription, error) {
var tableDesc *types.TableDescription
table, err := basics.DynamoDbClient.CreateTable(context.TODO(),
&dynamodb.CreateTableInput{
AttributeDefinitions: []types.AttributeDefinition{{
AttributeName: aws.String("year"),
AttributeType: types.ScalarAttributeTypeN,
}, {
AttributeName: aws.String("title"),
AttributeType: types.ScalarAttributeTypeS,
}},
KeySchema: []types.KeySchemaElement{{
AttributeName: aws.String("year"),
KeyType:
types.KeyTypeHash,
}, {
AttributeName: aws.String("title"),
KeyType:
types.KeyTypeRange,
}},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types.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aws.Int64(10),
WriteCapacityUnits: aws.Int64(10),
},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create table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else {
waiter := dynamodb.NewTableExistsWaiter(basics.DynamoDbClient)
err = waiter.Wait(context.TODO(), &dynamodb.DescribeTable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5*time.Minute)
if err != nil {
log.Printf("Wait for table exists failed. Here's why: %v\n", err)
}
tableDesc = table.TableDescription
}
return tableDesc,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String create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key) {
DynamoDbWaiter dbWaiter = ddb.waiter();
CreateTableRequest request = CreateTableRequest.builder()
.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calarAttribute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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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keySchema(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key)
.keyType(KeyType.HASH)
.build())
.provisionedThroughput(ProvisionedThroughput.builder()
.readCapacityUnits(new Long(10))
.writeCapacityUnits(new Long(10))
.build())
.tableName(tableName)
.build();
String newTable ="";
try {
CreateTableResponse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escribeTableRequest tableRequest = Describ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 Wait until the Amazon DynamoDB table is created.
WaiterResponse<DescribeTableResponse> waiterResponse =
dbWaiter.waitUntilTableExists(tableRequest);
waiterResponse.matched().response().ifPresent(System.out::println);
newTabl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return newTable;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const REGION = "REGION"; //e.g.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port { ddbClient };

테이블을 만듭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CreateTable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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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const param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Season", //ATTRIBUTE_NAME_1
AttributeType: "N", //ATTRIBUTE_TYPE
},
{
AttributeName: "Episode", //ATTRIBUTE_NAME_2
AttributeType: "N", //ATTRIBUTE_TYPE
},
],
KeySchema: [
{
AttributeName: "Season", //ATTRIBUTE_NAME_1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Episode", //ATTRIBUTE_NAME_2
KeyType: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1,
WriteCapacityUnits: 1,
},
TableName: "TEST_TABLE", //TABLE_NAME
StreamSpecification: {
StreamEnabled: false,
},
};
export const run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CreateTableCommand(params));
console.log("Table Created", data);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run();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CUSTOMER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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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Type: 'N'
},
{
AttributeName: 'CUSTOMER_NAME',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CUSTOMER_ID',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CUSTOMER_NAME',
KeyType: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1,
WriteCapacityUnits: 1
},
TableName: 'CUSTOMER_LIST',
StreamSpecification: {
StreamEnabled: false
}
};
// Call DynamoDB to create the table
ddb.createTable(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Table Created", data);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createNewTable(tableNameVal: String, key: String): String? {
val attDef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key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S
}
val keySchemaVal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key
keyType = KeyType.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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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 provisionedVal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val request = CreateTableRequest {
attributeDefinitions = listOf(attDef)
keySchema = listOf(keySchemaVal)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Val
tableName = tableNameVal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

}

var tableArn: String
val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db.waitUntilTableExists { // suspend call
tableName = tableNameVal
}
tableArn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Arn.toString()
println("Table $tableArn is ready")
return tableArn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tableName = "ddb_demo_table_$uuid";
$service->createTable(
$tableName,
[
new DynamoDBAttribute('year', 'N', 'HASH'),
new DynamoDBAttribute('title', 'S', 'RANGE')
]
);
public function createTable(string $tableName, array $attributes)
{
$keySchema = [];
$attributeDefinitions = [];
foreach ($attributes as $attribute) {
if (is_a($attribute, DynamoDBAttribute::class)) {
$keySchema[] = ['AttributeName' => $attribute->AttributeName,
'KeyType' => $attribute->KeyTyp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 $attribute->AttributeName, 'AttributeType'
=> $attribute->AttributeType];
}
}
$this->dynamoDbClient->creat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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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 $tableName,
'KeySchema' => $keySchema,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Definitions,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영화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create_table(self, table_name):
"""
Cre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that can be used to store movie data.
The table uses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as the partition key and the
title as the sort key.
:param table_name: 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
:return: The newly created table.
"""
try:
self.table = self.dyn_resource.create_table(
TableName=table_name,
KeySchema=[
{'AttributeName': 'year', 'KeyType': 'HASH'}, # Partition key
{'AttributeName': 'title', 'KeyType': 'RANGE'} # Sort key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 'year', 'AttributeType': 'N'},
{'AttributeName': 'title', 'AttributeType': 'S'}
],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 10,
'WriteCapacityUnits': 10})
self.table.wait_until_exists()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create table %s. Here's why: %s: %s", table_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self.tabl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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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Cre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that can be used to store movie data.
# The table uses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as the partition key and the
# title as the sort key.
#
# @param table_name [String] 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
# @return [Aws::DynamoDB::Table] The newly created table.
def create_table(table_name)
@table = @dynamo_resource.create_table(
table_name: table_name,
key_schema: [
{attribute_name: "year", key_type: "HASH"}, # Partition key
{attribute_name: "title", key_type: "RANGE"} # Sort key
],
attribute_definitions: [
{attribute_name: "year", attribute_type: "N"},
{attribute_name: "title", attribute_type: "S"}
],
provisioned_throughput: {read_capacity_units: 10, write_capacity_units: 10})
@dynamo_resource.client.wait_until(:table_exists, table_name: table_nam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create table #{table_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table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 async fn create_table(client: &Client, table: &str, key: &str) -> Result<(),
Error> {
let a_name: String = key.into();
let table_name: String = table.into();
let ad = 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_name(&a_name)
.attribute_type(ScalarAttributeType::S)
.build();
let ks = KeySchemaElement::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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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_name(&a_name)
.key_type(KeyType::Hash)
.build();
let pt = ProvisionedThroughput::builder()
.read_capacity_units(10)
.write_capacity_units(5)
.build();
let create_table_response = client
.create_table()
.table_name(table_name)
.key_schema(ks)
.attribute_definitions(ad)
.provisioned_throughput(pt)
.send()
.await;

}

match create_table_response {
Ok(_) => {
println!("Added table {} with key {}", table, key);
Ok(())
}
Err(e) => {
eprintln!("Got an error creating table:");
eprintln!("{}", e);
Err(Error::Unhandled(Box::new(e)))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Rust용 AWS SDK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더 많은 DynamoDB 예제는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코드 예제 (p. 812)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에 항목을 씁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항목을 쓸 수 있습
니다.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핵심 구성 요소 (p. 2)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항목 쓰기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항목을 쓰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am>

///
///
///
///

<summary>
Adds a new item to the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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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 name="newMovie">A Movie object containing informtation for
/// the movie to add to the table.</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where the item will be
add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results of adding the
item.</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PutItem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Movie newMovie, string tableName)
{
var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newMovi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newMovie.Year.ToString() },
};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

}

var response = await client.PutItemAsync(request);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PutItemRequest putItemRequest;
putItemRequest.SetTableName(table);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v;
av.SetS(keyVal);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lbum;
album.SetS(AlbumTitleValue);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wards;
awards.SetS(AwardVal);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song;
song.SetS(SongTitleVal);
// Add all AttributeValue objects.
putItemRequest.AddItem(key, av);
putItemRequest.AddItem(albumTitle, album);
putItemRequest.AddItem(Awards, awards);
putItemRequest.AddItem(SongTitle, song);
const Aws::DynamoDB::Model::Put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PutItem(putItem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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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esult.IsSuccess())
{
std::cout << result.GetError().GetMessage() << std::endl;
return 1;
}
std::cout << "Successfully added Item!" << std::endl;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AddMovie adds a movie the DynamoDB table.
func (basics TableBasics) AddMovie(movie Movie) error {
item, err := attributevalue.MarshalMap(movie)
if err != nil {
panic(err)
}
_, err = basics.DynamoDbClient.PutItem(context.TODO(), &dynamodb.Put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Item: item,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add item to table.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public static void putRecord(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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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Table<Customer> cust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 Create an Instant value.
LocalDate localDate = LocalDate.parse("2020-04-07");
LocalDateTime localDateTime = localDate.atStartOfDay();
Instant instant = localDateTime.toInstant(ZoneOffset.UTC);
// Populate the Table.
Customer custRecord = new Customer();
custRecord.setCustName("Tom red");
custRecord.setId("id101");
custRecord.setEmail("tred@noserver.com");
custRecord.setRegistrationDate(instant) ;
// Put the customer data into an Amazon DynamoDB table.
custTable.putItem(custRecord);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Customer data added to the table with id id101");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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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import { Put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export const putItem = async () => {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Item: {
primaryKey: "VALUE_1",
sortKey: "VALUE_2",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Pu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item added or updated",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stack);
}
};
putItem();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Year1 = process.argv[3];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4];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Title1, movieYear1) => {
const params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add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Title1, movieYe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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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QL을 사용하여 배치로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add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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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params = {
TableName: 'CUSTOMER_LIST',
Item: {
'CUSTOMER_ID' : {N: '001'},
'CUSTOMER_NAME' : {S: 'Richard Roe'}
}
};
// Call DynamoDB to add the item to the table
ddb.putItem(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document client
var doc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TABLE',
Item: {
'HASHKEY': VALUE,
'ATTRIBUTE_1': 'STRING_VALUE',
'ATTRIBUTE_2': VALUE_2
}
};
docClient.put(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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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 fun putItemInTable(
tableNameVal: String,
key: String,
keyVal: String,
albumTitle: String,
albumTitleValue: String,
awards: String,
awardVal: String,
songTitle: String,
songTitleVal: String
) {
val item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 Add all content to the table.
itemValues[key] = AttributeValue.S(keyVal)
itemValues[songTitle] = AttributeValue.S(songTitleVal)
itemValues[albumTitle] = AttributeValue.S(albumTitleValue)
itemValues[awards] = AttributeValue.S(awardVal)
val request =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item = itemValues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putItem(request)
println(" A new item was placed into $tableNameVal.")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cho "What's the name of the last movie you watched?\n";
while (empty($movieName)) {
$movieName = testable_readline("Movie name: ");
}
echo "And what year was it released?\n";
$movieYear = "year";
while (!is_numeric($movieYear) || intval($movieYear) != $movieYear) {
$movieYear = testable_readline("Year released: ");
}
$service->putItem([
'Item' => [
'year' => [
'N' => "$movieYear",
],
'title' => [
'S' => $movieName,
],
],
'TableName' => $table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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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unction putItem(array $array)
{
$this->dynamoDbClient->putItem($array);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add_movie(self, title, year, plot, rating):
"""
Adds a movie to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param plot: The plot summary of the movie.
:param rating: The quality rating of the movie.
"""
try:
self.table.put_item(
Item={
'year': year,
'title': title,
'info': {'plot': plot, 'rating': Decimal(str(rating))}})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add movie %s to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 API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Adds a movie to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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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 @param plot [String] The plot summary of the movie.
# @param rating [Float] The quality rating of the movie.
def add_movie(title:, year:, plot:, rating:)
@table.put_item(
item: {
"year" => year,
"title" => title,
"info" => {"plot" => plot, "rating" => rating}})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add movie #{title} to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 async fn add_item(client: &Client, item: Item, table: &String) -> Result<(),
Error> {
let user_av = AttributeValue::S(item.username);
let type_av = AttributeValue::S(item.p_type);
let age_av = AttributeValue::S(item.age);
let first_av = AttributeValue::S(item.first);
let last_av = AttributeValue::S(item.last);
let request = client
.put_item()
.table_name(table)
.item("username", user_av)
.item("account_type", type_av)
.item("age", age_av)
.item("first_name", first_av)
.item("last_name", last_av);
println!("Executing request [{request:?}] to add item...");
let resp = request.send().await?;
let attributes = resp.attributes().unwrap();
println!(
"Added user {:?}, {:?} {:?}, age {:?} as {:?} user",
attributes.get("username"),
attributes.get("first_name"),
attributes.get("last_name"),
attributes.ge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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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s.get("p_type")

Ok(())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Rust용 AWS SDK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더 많은 DynamoDB 예제는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코드 예제 (p. 812)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읽기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핵심 구성 요소 (p. 2)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읽
기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읽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GetItemRequest req;
// Set up the request.
req.SetTableName(table);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hashKey;
hashKey.SetS(keyval);
req.AddKey(key, hashKey);
// Retrieve the item's fields and values
const Aws::DynamoDB::Model::Get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GetItem(req);
if (result.IsSuccess())
{
// Reference the retrieved fields/values.
const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
= result.GetResult().GetItem();
if (item.size() > 0)
{
// Output each retrieved field and its value.
for (const auto& i : item)
std::cout << "Values: " << i.first << ": " << i.second.GetS()
<< std::endl;
}
else
{
std::cout << "No item found with the key " << key << std::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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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e
{
}

std::cout << "Failed to get item: " << result.GetError().GetMessag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GetMovie gets movie data from the DynamoDB table by using the primary composite
key
// made of title and year.
func (basics TableBasics) GetMovie(title string, year int) (Movie, error) {
movie := Movie{Title: title, Year: year}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GetItem(context.TODO(),
&dynamodb.GetItemInput{
Key: movie.GetKey(),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info about %v. Here's why: %v\n", title,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Item,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
return movie,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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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Client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public static int query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Val, String partitionAlias) {
// Set up an alias for the partition key name in case it's a reserved word.
HashMap<String,String> attrNameAlias = new HashMap<String,String>();
attrNameAlias.put(partitionAlias, partitionKeyName);
// Set up mapping of the partition name with the value.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attrValues = new HashMap<>();
attrValues.put(":"+partitionKeyName, AttributeValue.builder()
.s(partitionKeyVal)
.build());
QueryRequest queryReq = Query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ConditionExpression(partitionAlias + " = :" + partitionKeyName)
.expressionAttributeNames(attrNameAlias)
.expressionAttributeValues(attrValues)
.build();
try {
QueryResponse response = ddb.query(queryReq);
return response.coun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1;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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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import { Get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Key: {
primaryKey: "VALUE_1",
sortKey: "VALUE_2",
},
};
export const getItem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Ge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data.Item);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getItem();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3];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Title1) => {
const params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PI 버전 2012-08-10
10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읽기
Parameters: [{ S: movieTitle1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for (let i = 0; i < data.Items.length; i++) {
console.log(
"Success. The query return the following data. Item " + i,
data.Items[i].year,
data.Items[i].title,
data.Items[i].info
);
}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Title1);

PartiQL을 사용하여 배치로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for (let i = 0; i < data.Responses.length; i++) {
console.log(data.Responses[i].Item.year);
console.log(data.Responses[i].Item.title);
}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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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TABLE',
Key: {
'KEY_NAME': {N: '001'}
},
ProjectionExpression: 'ATTRIBUTE_NAME'
};
// Call DynamoDB to read the item from the table
ddb.getItem(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Item);
}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document client
var doc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EPISODES_TABLE',
Key: {'KEY_NAME': VALUE}
};
docClient.get(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Item);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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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getSpecificItem(tableNameVal: String, keyName: String, keyVal: String)
{
val keyToGet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keyToGet[keyName] = AttributeValue.S(keyVal)
val request = GetItemRequest {
key = keyToGet
tableName = tableNameVal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turnedItem = ddb.getItem(request)
val numbersMap = returnedItem.item
numbersMap?.forEach { key1 ->
println(key1.key)
println(key1.value)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movie = $service->getItemByKey($tableName, $key);
echo "\nThe movie {$movie['Item']['title']['S']} was released in
{$movie['Item']['year']['N']}.\n";
public function getItemByKey(string $tableName, array $key)
{
return $this->dynamoDbClient->getItem([
'Key' => $key['Item'],
'TableName' => $table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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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get_movie(self, title, year):
"""
Gets movie data from the table for a specific movi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return: The data about the requested movie.
"""
try:
response = self.table.get_item(Key={'year': year, 'title': titl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get movie %s from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Item']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Gets movie data from the table for a specific movi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 @return [Hash] The data about the requested movie.
def get_movie(title, year)
response = @table.get_item(key: {"year" => year, "title" => titl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get movie #{title} from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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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response.item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더 많은 DynamoDB 예제는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코드 예제 (p. 812)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업데이트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핵심 구성 요소 (p. 2)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항목 업데
이트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am>

///
///
///
///

<summary>
Updates an existing item in the movies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newMovie">A Movie object containing information for
/// the movie to update.</param>
/// <param name="newInfo">A MovieInfo object that contains the
/// information that will be changed.</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hat contains the
movie.</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UpdateItem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Movie newMovie,
MovieInfo newInfo,
string tableName)
{
var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newMovi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newMovie.Year.ToString() },
};
var updat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Update>
{
["info.plot"] = new AttributeValue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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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tion = AttributeAction.PUT,
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newInfo.Plot },

["info.rating"] = new AttributeValueUpdate
{
Action = AttributeAction.PUT,
Value = new AttributeValue { N = newInfo.Rank.ToString() },
},

var 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
{
AttributeUpdates = updates,
Key = key,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UpdateItemAsync(request);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 *** Define UpdateItem request arguments
// Define TableName argument.
Aws::DynamoDB::Model::UpdateItemRequest request;
request.SetTableName(tableName);
// Define KeyName argument.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Value;
attribValue.SetS(keyValue);
request.AddKey("id", attribValue);
// Construct the SET update expression argument.
Aws::String update_expression("SET #a = :valueA");
request.SetUpdateExpression(update_expression);
// Parse the attribute name and value. Syntax: "name=value".
auto parsed = Aws::Utils::StringUtils::Split(attributeNameAndValue, '=');

USAGE;

if (parsed.size() != 2)
{
std::cout << "Invalid argument syntax: " << attributeNameAndValue <<
}

retu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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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 attribute name argument
// Note: Setting the ExpressionAttributeNames argument is required only
// when the name is a reserved word, such as "default". Otherwise, the
// name can be included in the update_expression, as in
// "SET MyAttributeName = :valueA"
Aws::Map<Aws::String, Aws::String>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essionAttributeNames["#a"] = parsed[0];
request.SetExpressionAttributeNames(expressionAttributeNames);
// Construct attribute value argument.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UpdatedValue;
attributeUpdatedValue.SetS(parsed[1]);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essionAttributeValues[":valueA"] = attributeUpdatedValue;
request.SetExpressionAttributeValues(expressionAttributeValues);
// Update the item.
const Aws::DynamoDB::Model::Update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UpdateItem(request);
if (!result.IsSuccess())
{
std::cout << result.GetError().GetMessage() << std::endl;
return 1;
}
std::cout << "Item was updated" << std::endl;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UpdateMovie updates the rating and plot of a movie that already exists in the
// DynamoDB table. This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update
// expression.
func (basics TableBasics) UpdateMovie(movie Movie)
(map[string]map[string]interface{}, error) {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UpdateItemOutput
var attributeMap map[string]map[string]interface{}
update := expression.Set(expression.Name("info.rating"),
expression.Value(movie.Info["rating"]))
update.Set(expression.Name("info.plot"), expression.Value(movie.Info["plot"]))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Update(update).Build()
if err != n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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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Printf("Couldn't build expression for update.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UpdateItem(context.TODO(),
&dynamodb.Update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Key:
movie.GetKey(),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UpdateExpression:
expr.Update(),
ReturnValues:
types.ReturnValueUpdatedNew,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pdate movie %v.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Attributes, &attributeMap)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l update response. Here's why: %v\n", err)
}
}
}
return attributeMap,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있는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public static String modifyItem(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String
keyVal, String email) {
try {
DynamoDbTable<Customer> mapped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Key key = Key.builder()
.partitionValue(keyVal)
.build();
// Get the item by using the key and update the email value.
Customer customerRec = mappedTable.getItem(r->r.key(key));
customerRec.setEmail(email);
mappedTable.updateItem(customerRec);
return customerRec.getEmail();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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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import { Update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export const updateItem = async () => {
// Set the parameters.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Key: {
title: "MOVIE_NAME",
year: "MOVIE_YEAR",
},
ProjectionExpression: "#r",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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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Expression: "set info.plot = :p, info.#r = :r",
ExpressionAttributeValues: {
":p": "MOVIE_PLOT",
":r": "MOVIE_RANK",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Update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item added or updated", data);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updateItem();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producer1 = process.argv[5];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 => {
const params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producer1 },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upda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

PartiQL을 사용하여 배치로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6];
movieTitle2 = process.argv[7];
producer1 = process.argv[5];
producer2 = process.argv[8];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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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roducer1,
producer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producer1 },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producer2 },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upda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roducer1,
producer2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updateTableItem(
tableNameVal: String,
keyName: String,
keyVal: String,
name: String,
updateVal: String
) {

API 버전 2012-08-10
117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항목 업데이트

val itemKey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itemKey[keyName] = AttributeValue.S(keyVal)
val updated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Update>()
updatedValues[name] = AttributeValueUpdate {
value = AttributeValue.S(updateVal)
action = AttributeAction.Put
}
val request = Upda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key = itemKey
attributeUpdates = updatedValues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updateItem(request)
println("Item in $tableNameVal was updated")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cho "What rating would you like to give {$movie['Item']['title']['S']}?

\n";

$rating = 0;
while (!is_numeric($rating) || intval($rating) != $rating || $rating < 1 ||
$rating > 10) {
$rating = testable_readline("Rating (1-10): ");
}
$service->updateItemAttributeByKey($tableName, $key, 'rating', 'N',
$rating);
public function updateItemAttributeByKey(
string $tableName,
array $key,
string $attributeName,
string $attributeType,
string $newValue
) {
$this->dynamoDbClient->updateItem([
'Key' => $key['Item'],
'TableName' => $tableName,
'UpdateExpression' => "set #NV=:NV",
'ExpressionAttributeNames' => [
'#NV' => $attributeName,
],
'ExpressionAttributeValues' => [
':NV' => [
$attributeType => $newVal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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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 표현식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update_movie(self, title, year, rating, plot):
"""
Updates rating and plot data for a movie in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rating: The updated rating to the give the movie.
:param plot: The updated plot summary to give the movie.
:return: The fields that were updated, with their new values.
"""
try:
response = self.table.upda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UpdateExpression="set info.rating=:r, info.plot=:p",
ExpressionAttributeValues={
':r': Decimal(str(rating)), ':p': plot},
ReturnValues="UPDATED_NEW")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update movie %s in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Attributes']

산술 연산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표현식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class UpdateQueryWrapper:
def __init__(self, table):
self.table = table
def update_rating(self, title, year, rating_change):
"""
Updates the quality rating of a movie in the table by using an arithmetic
operation in the update expression. By specifying an arithmetic operation,
you can adjust a value in a single request, rather than first getting its

API 버전 2012-08-10
11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항목 업데이트
value and then setting its new value.

movi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rating_change: The amount to add to the current rating for the
:return: The updated rating.
"""
try:
response = self.table.upda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UpdateExpression="set info.rating = info.rating + :val",
ExpressionAttributeValues={':val': Decimal(str(rating_change))},
ReturnValues="UPDATED_NEW")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update movie %s in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Attributes']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class UpdateQueryWrapper:
def __init__(self, table):
self.table = table
def remove_actors(self, title, year, actor_threshold):
"""
Removes an actor from a movie, but only when the number of actors is
greater
than a specified threshold. If the movie does not list more than the
threshold,
no actors are removed.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actor_threshold: The threshold of actors to check.
:return: The movie data after the update.
"""
try:
response = self.table.upda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UpdateExpression="remove info.actors[0]",
ConditionExpression="size(info.actors) > :num",
ExpressionAttributeValues={':num': actor_threshold},
ReturnValues="ALL_NEW")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logger.warning(
"Didn't update %s because it has fewer than %s actors.",
title, actor_threshold + 1)
else:
logger.error(
"Couldn't update movie %s. Here's why: %s: %s", titl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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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Boto3)용 AWS SDK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Updates rating and plot data for a movie in the tabl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 @param year [Int]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 @param rating [Float] The updated rating to give the movie.
# @param plot [String] The updated plot summary to give the movie.
# @return [Hash] The fields that were updated, with their new values.
def update_movie(title:, year:, rating:, plot:)
response = @table.update_item(
key: {"year" => year, "title" => title},
update_expression: "set info.rating=:r, info.plot=:p",
expression_attribute_values: { ":r" => rating, ":p" => plot },
return_values: "UPDATED_NEW")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update movie #{title} in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response.attributes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더 많은 DynamoDB 예제는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코드 예제 (p. 812)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삭제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핵심 구성 요소 (p. 2)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삭
제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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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Deletes a single item from a DynamoDB table.
/// </summary>
/// <param name="client">The initialized DynamoDB client object.</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from which the item
/// will be deleted.</param>
/// <param name="movieToDelete">A movie object containing the title and
/// year of the movie to delete.</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indicat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 delete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Item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Movie movieToDelete)
{
var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oDelet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movieToDelete.Year.ToString() },
};
var request = new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key,
};

}

var response = await client.DeleteItemAsync(request);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DeleteMovie removes a movie from the DynamoDB table.
func (basics TableBasics) DeleteMovie(movie Movie) error {
_, err := basics.DynamoDbClient.DeleteItem(context.TODO(),
&dynamodb.Delete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Key: movie.Get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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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v from the table.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return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void deleteDymamoDBItem(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key, String keyVal) {
HashMap<String,AttributeValue> keyToGet = new HashMap<>();
keyToGet.put(key, AttributeValue.builder()
.s(keyVal)
.build());
DeleteItemRequest deleteReq = DeleteItem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keyToGet)
.build();

}

try {
ddb.deleteItem(deleteReq);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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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import { Delete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Key: {
primaryKey: "VALUE_1",
sortKey: "VALUE_2",
},
};
export const deleteItem = async ()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Delete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item deleted");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deleteItem();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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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Year1 = process.argv[3];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4];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 {
const params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dele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artiQL을 사용하여 배치로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year=? and title=?",
Parameters: [{ N: movieYear1 }, { S: movieTitle1 }],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year=? and title=?",
Parameters: [{ N: movieYear2 }, { S: movieTitle2 }],
},
],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deleted.", data);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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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TABLE',
Key: {
'KEY_NAME': {N: 'VALUE'}
}
};
// Call DynamoDB to delete the item from the table
ddb.deleteItem(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document client
var doc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Key: {
'HASH_KEY': VALUE
},
TableName: 'TABLE'
};
docClient.delete(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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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deleteDymamoDBItem(tableNameVal: String, keyName: String, keyVal:
String) {
val keyToGet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keyToGet[keyName] = AttributeValue.S(keyVal)
val request =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key = keyToGet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deleteItem(request)
println("Item with key matching $keyVal was deleted")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key = [
'Item' => [
'title' => [
'S' => $movieName,
],
'year' => [
'N' => $movieYear,
],
]
];
$service->deleteItemByKey($tableName, $key);
echo "But, bad news, this was a trap. That movie has now been deleted
because of your rating...harsh.\n";
public function deleteItemByKey(string $tableName, array $key)
{
$this->dynamoDbClient->dele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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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 => $key['Item'],
'TableName' => $tableNam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delete_movie(self, title, year):
"""
Deletes a movie from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delete.
"""
try:
self.table.delete_item(Key={'year': year, 'title': titl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delete movie %s. Here's why: %s: %s", titl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항목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삭제되도록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ass UpdateQueryWrapper:
def __init__(self, table):
self.table = table
def delete_underrated_movie(self, title, year, rating):
"""
Deletes a movie only if it is rated below a specified value. By using a
condition expression in a delete operation, you can specify that an item is
deleted only when it meets certain criteria.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delete.
:param rating: The rating threshold to check before deleting the movie.
"""
try:
self.table.dele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ConditionExpression="info.rating <= :val",
ExpressionAttributeValues={":val": Decimal(str(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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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logger.warning(
"Didn't delete %s because its rating is greater than %s.",
title, rating)
else:
logger.error(
"Couldn't delete movie %s. Here's why: %s: %s", titl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Deletes a movie from the tabl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delete.
def delete_movie(title, year)
@table.delete_item(key: {"year" => year, "title" => titl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delete movie #{titl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 async fn delete_item(
client: &Client,
table: &str,
key: &str,
value: &str,
) -> Result<(), Error> {
match client
.delete_item()
.table_nam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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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ey(key, AttributeValue::S(value.into()))
.send()
.await
Ok(_) => {
println!("Deleted item from table");
Ok(())
}
Err(e) => Err(Error::Unhandled(Box::new(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Rust용 AWS SDK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더 많은 DynamoDB 예제는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코드 예제 (p. 812)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 쿼리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쿼리 작업 (p. 424)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쿼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summary>
/// Queries the table for movies released in a particular year and
/// then displays the information for the movies returned.
/// </summary>
/// <param name="client">The initialized DynamoDB client object.</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o query.</param>
/// <param name="year">The release year for which we want to
/// view movies.</param>
/// <returns>The number of movies that match the query.</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int> QueryMovies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int year)
{
var movieTable = Table.LoadTable(client, tableName);
var filter = new QueryFilter("year", QueryOperator.Equal, year);
Console.WriteLine("\nFind movies released in: {year}:");
var config = new QueryOperationConfig()
{
Limit = 10, // 10 items per page.
Select = SelectValues.SpecificAttributes,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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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
},
ConsistentRead = true,
Filter = filter,

// Value used to track how many movies match the
// supplied criteria.
var moviesFound = 0;
Search search = movieTable.Query(config);
do
{
var movieList = await search.GetNextSetAsync();
moviesFound += movieList.Count;
foreach (var movie in movieList)
{
DisplayDocument(movie);
}

}
while (!search.IsDone);
}

return moviesFou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QueryRequest req;
req.SetTableName(table);
// Set query key condition expression
req.SetKeyConditionExpression(partitionKeyAttributeName +
"= :valueToMatch");
// Set Expression AttributeValues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Values;
attributeValues.emplace(":valueToMatch", partitionKeyAttributeValue);
req.SetExpressionAttributeValues(attributeValues);
// Perform Query operation
const Aws::DynamoDB::Model::QueryOutcome& result = dynamoClient.Query(req);
if (result.IsSuccess())
{
// Reference the retrieved items
const Aws::Vector<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s = result.GetResult().Get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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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items.size() > 0)
{
std::cout << "Number of items retrieved from Query: " <<
items.size() << std::endl;
//Iterate each item and print
for(const auto &item: items)
{
std::cout <<
"******************************************************" << std::endl;
// Output each retrieved field and its value
for (const auto& i : item)
std::cout << i.first << ": " << i.second.GetS() << std::endl;
}
}
else
{
}

std::cout << "No item found in table: " << table << std::endl;

}
else
{

std::cout << "Failed to Query items: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Query gets all movies in the DynamoDB table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The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key condition expression
// that is used in the query.
func (basics TableBasics) Query(releaseYear int) ([]Movie, error) {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QueryOutput
var movies []Movie
keyEx := expression.Key("year").Equal(expression.Value(releaseYear))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KeyCondition(keyEx).Build()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build epxression for query.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Query(context.TODO(), &dynamodb.Query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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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KeyConditionExpression:
expr.KeyCondition(),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v. Here's why: %v\n",
releaseYear,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ListOfMaps(response.Items, &movies)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query response. Here's why: %v\n", err)
}
}
}
return movies,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 쿼리
public static String queryTable(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try{

DynamoDbTable<Customer> mapped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QueryConditional queryConditional =
QueryConditional.keyEqualTo(Key.builder()
.partitionValue("id101")
.build());
// Get items in the table and write out the ID value.
Iterator<Customer> results =
mappedTable.query(queryConditional).items().iterator();
String result="";
while (results.hasNext()) {
Customer rec = results.next();
result = rec.getId();
System.out.println("The record id is "+result);
}
return resul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

고급형 클라이언트 및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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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void queryIndex(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try {
// Create a DynamoDbEnhancedClient and use the DynamoDbClient object.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DynamoDbEnhancedClient.builder()
.dynamoDbClient(ddb)
.build();
//Create a DynamoDbTable object based on Movies.
DynamoDbTable<Movies> table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String dateVal = "2013";
DynamoDbIndex<Movies> secIndex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index("year-index");
AttributeValue attVal = AttributeValue.builder()
.n(dateVal)
.build();
// Create a QueryConditional object that's used in the query operation.
QueryConditional queryConditional = QueryConditional
.keyEqualTo(Key.builder().partitionValue(attVal)
.build());
// Get items in the table.
SdkIterable<Page<Movies>> results =
secIndex.query(QueryEnhancedRequest.builder()
.queryConditional(queryConditional)
.limit(300)
.build());
// Display the results.
results.forEach(page -> {
List<Movies> allMovies = page.items();
for (Movies myMovies: allMovies) {
System.out.println("The movie title is " + myMovies.getTitle()
+ ". The year is " + myMovies.getYear());
}
});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DynamoDbClient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public static int query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Val, String partitionAlias) {
// Set up an alias for the partition key name in case it's a reserved word.
HashMap<String,String> attrNameAlias = new HashMap<String,String>();
attrNameAlias.put(partitionAlias, partitionKeyName);
// Set up mapping of the partition name with the value.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attrValues = new HashMap<>();
attrValues.put(":"+partitionKeyName, AttributeValue.builder()
.s(partitionKeyVal)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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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Request queryReq = Query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ConditionExpression(partitionAlias + " = :" + partitionKeyName)
.expressionAttributeNames(attrNameAlias)
.expressionAttributeValues(attrValues)
.build();
try {
QueryResponse response = ddb.query(queryReq);
return response.coun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1;

DynamoDbClient 및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public static void queryIndex(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try {
Map<String, String> expressionAttributesNames = new HashMap<>();
expressionAttributesNames.put("#year", "year");
Map<String, 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
expressionAttributeValues.put(":yearValue",
AttributeValue.builder().n("2013").build());
QueryRequest request = Query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indexName("year-index")
.keyConditionExpression("#year = :yearValue")
.expressionAttributeNames(expressionAttributes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expressionAttributeValues)
.build();
System.out.println("=== Movie Titles ===");
QueryResponse response = ddb.query(request);
response.items()
.forEach(movie -> System.out.println(movie.get("title").s()));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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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const REGION = "REGION"; //e.g.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port { ddbClient };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Query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KeyConditionExpression: "Season = :s and Episode > :e",
FilterExpression: "contains (Subtitle, :topic)",
ExpressionAttributeValues: {
":s": { N: "1" },
":e": { N: "2" },
":topic": { S: "SubTitle" },
},
ProjectionExpression: "Episode, Title, Subtitle",
TableName: "EPISODES_TABLE",
};
export const run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QueryCommand(params));
data.Items.forEach(function (element) {
console.log(element.Title.S + " (" + element.Subtitle.S + ")");
});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용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ddbClient} from "./ddbClient";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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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import { Query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y": "year" },
ProjectionExpression: "#r, #y, title",
TableName: "TABLE_NAME",
ExpressionAttributeValues: {
":t": "MOVIE_NAME",
":y": "MOVIE_YEAR",
":r": "MOVIE_RANK",
},
KeyConditionExpression: "title = :t and #y = :y",
FilterExpression: "info.#r = :r",
};
export const queryTable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QueryCommand(params));
for (let i = 0; i < data.Items.length; i++) {
console.log(
"Success. Items with rank of " +
"MOVIE_RANK" +
" include\n" +
"Year = " +
data.Items[i].year +
" Title = " +
data.Items[i].title
);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queryTable();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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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DynamoDB document client
var doc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ExpressionAttributeValues: {
':s': 2,
':e': 9,
':topic': 'PHRASE'
},
KeyConditionExpression: 'Season = :s and Episode > :e',
FilterExpression: 'contains (Subtitle, :topic)',
TableName: 'EPISODES_TABLE'
};
docClient.query(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Items);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queryDynTable(
tableNameVal: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Val: String,
partitionAlias: String
): Int {
val attrNameAlias = mutableMapOf<String, String>()
attrNameAlias[partitionAlias] = partitionKeyName
// Set up mapping of the partition name with the value.
val attr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attrValues[":$partitionKeyName"] = AttributeValue.S(partitionKeyVal)
val request = Query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keyConditionExpression = "$partitionAlias = :$partitionKey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 attrNameAlias
this.expressionAttributeValues = attrValues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query(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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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urn response.count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birthKey = [
'Key' => [
'year' => [
'N' => "$birthYear",
],
],
];
$result = $service->query($tableName, $birthKey);
public function query(string $tableName, $key)
{
$expressionAttributeValues = [];
$expressionAttributeNames = [];
$keyConditionExpression = "";
$index = 1;
foreach ($key as $name => $value) {
$keyConditionExpression .= "#" . array_key_first($value) . " = :v
$index,";
$expressionAttributeNames["#" . array_key_first($value)] =
array_key_first($value);
$hold = array_pop($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v$index"] = [
array_key_first($hold) => array_pop($hold),
];
}
$keyConditionExpression = substr($keyConditionExpression, 0, -1);
$query = [
'ExpressionAttributeValues' =>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essionAttributeNames' => $expressionAttributeNames,
'KeyConditionExpression' => $keyConditionExpression,
'TableName' => $tableName,
];
return $this->dynamoDbClient->query($query);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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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조건 표현식을 사용하여 항목을 쿼리합니다.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query_movies(self, year):
"""
Querie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param year: The year to query.
:return: The list of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try:
response =
self.table.query(KeyConditionExpression=Key('year').eq(year))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s. Here's why: %s: %s",
year,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Items']

데이터 하위 집합을 반환하도록 항목을 쿼리하고 프로젝션합니다.
class UpdateQueryWrapper:
def __init__(self, table):
self.table = table
def query_and_project_movies(self, year, title_bounds):
"""
Query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specified year and that have
titles
that start within a range of letters. A projection expression is used
to return a subset of data for each movi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to query.
:param title_bounds: The range of starting letters to query.
:return: The list of movies.
"""
try:
response = self.table.query(
ProjectionExpression="#yr, title, info.genres, info.actors[0]",
ExpressionAttributeNames={"#yr": "year"},
KeyConditionExpression=(
Key('year').eq(year) &
Key('title').between(title_bounds['first'],
title_bounds['second'])))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ValidationException":
logger.warning(
"There's a validation error. Here's the message: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else:
logger.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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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Couldn't query for movies.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raise
else:
return response['Items']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Querie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 @param year [Integer] The year to query.
# @return [Array] The list of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def query_movies(year)
response = @table.query(
key_condition_expression: "#yr = :year",
expression_attribute_names: {"#yr" => "year"},
expression_attribute_values: {":year" => year})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year}.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response.items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지정된 연도에 제작된 영화를 찾습니다.
pub async fn movies_in_year(
client: &Client,
table_name: &str,
year: u16,
) -> Result<Vec<Movie>, MovieError> {
let results = client
.query()
.table_name(tabl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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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_condition_expression("#yr = :yyyy")
.expression_attribute_names("#yr", "year")
.expression_attribute_values(":yyyy", AttributeValue::N(year.to_string()))
.send()
.await?;

}

if let Some(items) = results.items {
let movies = items.iter().map(|v| v.into()).collect();
Ok(movies)
} else {
Ok(vec![])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st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더 많은 DynamoDB 예제는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코드 예제 (p. 812)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 스캔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스캔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스캔 작업 (p. 441)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스캔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스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async Task<int> ScanTable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int startYear,
int endYear)
{
var 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
{ "#yr", "year" },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y_a", new AttributeValue { N = startYear.ToString() } },
{ ":y_z", new AttributeValue { N = endYear.ToString() } },
},
FilterExpression = "#yr between :y_a and :y_z",
ProjectionExpression = "#yr, title, info.actors[0], info.directors,
info.running_time_se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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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track of how many movies were found.
int foundCount = 0;

}

var response = new ScanResponse();
do
{
response = await client.ScanAsync(request);
foundCount += response.Items.Count;
response.Items.ForEach(i => DisplayItem(i));
}
while (response.LastEvaluatedKey.Count > 1);
return foundCount;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ScanRequest req;
req.SetTableName(table);
if (!projection.empty())
req.SetProjectionExpression(projection);
// Perform scan on table
const Aws::DynamoDB::Model::ScanOutcome& result = dynamoClient.Scan(req);
if (result.IsSuccess())
{
// Reference the retrieved items
const Aws::Vector<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s = result.GetResult().GetItems();
if(items.size() > 0)
{
std::cout << "Number of items retrieved from scan: " <<
items.size() << std::endl;
//Iterate each item and print
for(const auto &item: items)
{
std::cout <<
"******************************************************" << std::endl;
// Output each retrieved field and its value
for (const auto& i : item)
std::cout << i.first << ": " << i.second.GetS() << std::endl;
}
}
else
{
}

std::cout << "No item found in table: " << table << std::endl;

}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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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d::cout << "Failed to Scan items: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Scan gets all movies in the DynamoDB table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 and projects them to return a reduced set of fields.
// The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filter and projection
// expressions.
func (basics TableBasics) Scan(startYear int, endYear int) ([]Movie, error) {
var movies []Movie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ScanOutput
filtEx := expression.Name("year").Between(expression.Value(startYear),
expression.Value(endYear))
projEx := expression.NamesList(
expression.Name("year"), expression.Name("title"),
expression.Name("info.rating"))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Filter(filtEx).WithProjection(projEx).Build()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build expressions for scan.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Scan(context.TODO(), &dynamodb.Scan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FilterExpression:
expr.Filter(),
ProjectionExpression:
expr.Projection(),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scan for movies released between %v and %v. Here's why: %v
\n",
startYear, endYear,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ListOfMaps(response.Items, &movies)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query response. Here's why: %v\n", 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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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urn movies,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스캔합니다.
public static void scan(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try{
DynamoDbTable<Customer> cust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Iterator<Customer> results = custTable.scan().items().iterator();
while (results.hasNext()) {
Customer rec = results.next();
System.out.println("The record id is "+rec.getId());
System.out.println("The name is " +rec.getCustName());
}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Don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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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스캔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import { Scan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ProjectionExpression: "#r, #y, title",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y": "year" },
FilterExpression: "title = :t and #y = :y and info.#r = :r",
ExpressionAttributeValues: {
":r": "MOVIE_RANK",
":y": "MOVIE_YEAR",
":t": "MOVIE_NAME",
},
};
export const scanTable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Scan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data.Items);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scanTabl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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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AWS Region.
AWS.config.update({ region: "REGION" });
// Creat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 apiVersion: "2012-08-10" });
const params = {
// Specify which items in the results are returned.
FilterExpression: "Subtitle = :topic AND Season = :s AND Episode = :e",
// Define the expression attribute value, which are substitutes for the values
you want to compare.
ExpressionAttributeValues: {
":topic": {S: "SubTitle2"},
":s": {N: 1},
":e": {N: 2},
},
// Set the projection expression, which are the attributes that you want.
ProjectionExpression: "Season, Episode, Title, Subtitle",
TableName: "EPISODES_TABLE",
};
ddb.scan(params, function (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data.Items.forEach(function (element, index, array) {
console.log(
"printing",
element.Title.S + " (" + element.Subtitle.S + ")"
);
});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scanItems(tableNameVal: String) {
val request = Scan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scan(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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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ponse.items?.forEach { item ->
item.keys.forEach { key ->
println("The key name is $key\n")
println("The value is ${item[key]}")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yearsKey = [
'Key' => [
'year' => [
'N' => [
'minRange' => 1990,
'maxRange' => 1999,
],
],
],
];
$filter = "year between 1990 and 1999";
echo "\nHere's a list of all the movies released in the 90s:\n";
$result = $service->scan($tableName, $yearsKey, $filter);
foreach ($result['Items'] as $movie) {
$movie = $marshal->unmarshalItem($movie);
echo $movie['title'] . "\n";
}
public function scan(string $tableName, array $key, string $filters)
{
$query = [
'ExpressionAttributeNames' => ['#year' => 'year'],
'ExpressionAttributeValues' => [
":min" => ['N' => '1990'],
":max" => ['N' => '1999'],
],
'FilterExpression' => "#year between :min and :max",
'TableName' => $tableName,
];
return $this->dynamoDbClient->scan($query);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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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scan_movies(self, year_range):
"""
Scan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Uses a projection expression to return a subset of data for each movie.
:param year_range: The range of years to retrieve.
:return: The list of movies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s.
"""
movies = []
scan_kwargs = {
'FilterExpression': Key('year').between(year_range['first'],
year_range['second']),
'ProjectionExpression': "#yr, title, info.rating",
'ExpressionAttributeNames': {"#yr": "year"}}
try:
done = False
start_key = None
while not done:
if start_key:
scan_kwargs['ExclusiveStartKey'] = start_key
response = self.table.scan(**scan_kwargs)
movies.extend(response.get('Items', []))
start_key = response.get('LastEvaluatedKey', None)
done = start_key is Non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scan for movies.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return movies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Boto3)용 AWS SDK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Scan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 Uses a projection expression to return a subset of data for each movie.
#
# @param year_range [Hash] The range of years to retrieve.
# @return [Array] The list of movies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s.
def scan_movies(year_range)
movies = []
scan_hash = {
filter_expression: "#yr between :start_yr and :end_yr",

API 버전 2012-08-10
14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스캔
projection_expression: "#yr, title, info.rating",
expression_attribute_names: {"#yr" => "year"},
expression_attribute_values: {
":start_yr" => year_range[:start], ":end_yr" => year_range[:end]}

}
done = false
start_key = nil
until done
scan_hash[:exclusive_start_key] = start_key unless start_key.nil?
response = @table.scan(scan_hash)
movies.concat(response.items) unless response.items.nil?
start_key = response.last_evaluated_key
done = start_key.nil?
end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scan for movies.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movies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 async fn list_items(client: &Client, table: &str) -> Result<(), Error> {
let items: Result<Vec<_>, _> = client
.scan()
.table_name(table)
.into_paginator()
.items()
.send()
.collect()
.await;
println!("Items in table:");
for item in items? {
println!("
{:?}", item);
}
}

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st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더 많은 DynamoDB 예제는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코드 예제 (p. 812)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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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AWS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SDK는 개발자
가 선호하는 언어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API, 코드 예제 및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SDK 설명서

코드 예제

AWS SDK for C++

AWS SDK for C++ 코드 예제

AWS SDK for Go

AWS SDK for Go 코드 예제

AWS SDK for Java

AWS SDK for Java 코드 예제

AWS SDK for JavaScript

AWS SDK for JavaScript 코드 예제

AWS SDK for Kotlin

AWS SDK for Kotlin 코드 예제

AWS SDK for .NET

AWS SDK for .NET 코드 예제

AWS SDK for PHP

AWS SDK for PHP 코드 예제

AWS SDK for Python (Boto3)

AWS SDK for Python (Boto3) 코드 예제

AWS SDK for Ruby

AWS SDK for Ruby 코드 예제

AWS SDK for Rust

AWS SDK for Rust 코드 예제

AWS SDK for Swift

AWS SDK for Swift 코드 예제

가용성 예
필요한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까? 이 페이지 하단의 피드백 제공 링크를 사용하여 코드 예제를 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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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및 AWS SDK를 사용한 프
로그래밍
이 단원에서는 개발자 관련 주제를 다룹니다. 코드 예제를 실행하려면 이 개발자 안내서의 코드 예시 실
행 (p. 265)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2017년 12월, AWS는 ATS(Amazon Trust Services)에서 발급된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모
든 Amazon DynamoDB 엔드포인트를 마이그레이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SL/TLS 연결 설정 문제 해결 (p. 1276)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DynamoDB에 대한 AWS SDK 지원 개요 (p. 152)
•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p. 154)
• DynamoDB 하위 수준 API (p. 158)
• DynamoDB 관련 오류 처리 (p. 162)
• DynamoDB에 대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p. 168)
• 이 개발자 안내서의 코드 예시 실행 (p. 265)

DynamoDB에 대한 AWS SDK 지원 개요
다음 다이어그램은 AWS SDK를 사용한 Amazon DynamoDB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의 종합적 개요를 제
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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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의 AWS SDK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합니다.
2. 각각의 AWS SDK는 DynamoDB 작업을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 가
능한 특정 인터페이스는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AWS SDK에 따라 달라집니다. 옵션에는 다음이 포
함됩니다.
• 하위 수준 인터페이스 (p. 155)
• 문서 인터페이스 (p. 156)
•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 (p. 156)
• 상위 수준 인터페이스 (p. 168)
3. AWS SDK가 하위 수준 DynamoDB API와 함께 사용할 HTTP(S) 요청을 구성합니다.
4. AWS SDK가 DynamoDB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보냅니다.
5. DynamoDB가 요청을 실행합니다. 요청이 성공하면 DynamoDB는 HTTP 200 응답 코드(OK)를 반환합니
다. 요청이 실패하면 DynamoDB는 HTTP 오류 코드와 오류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6. AWS SDK는 응답을 처리하여 이를 다시 애플리케이션에 전파합니다.
각각의 AWS SDK가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중요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PI 버전 2012-08-10
15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 HTTP(S) 요청 서식 설정 및 요청 파라미터 직렬화.
• 각 요청의 암호화 서명 생성.
• 요청을 DynamoDB 엔드포인트에 전달하고 DynamoDB에서 응답을 수신.
• 이러한 응답에서 결과 추출.
• 오류 발생 시 기본적 재시도 로직 구현.
이들 작업을 위한 코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Note
설치 지침과 설명서 등 AWS SD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용 도구를 참조하세
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각각의 AWS SDK는 Amazon DynamoDB 작업을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들 인터페이스는 단순한 하위 수준 DynamoDB 래퍼부터 객체 지향적인 지속성 계층까지 다양합니다. 사
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는 사용하는 AWS SDK와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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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원에서는 AWS SDK for Java를 예제로 삼아 사용 가능한 몇 가지 인터페이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
다. (AWS SDK에 따라 일부 인터페이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제
• 하위 수준 인터페이스 (p. 155)
• 문서 인터페이스 (p. 156)
•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 (p. 156)

하위 수준 인터페이스
모든 언어별 AWS SDK는 하위 수준 DynamoDB API 요청과 매우 비슷한 메서드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용 하위 수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데이터 형식 서술자 (p. 161)(예: 문자열의 경우 N, 숫자의 경우 S)을(를) 사용하여 속성의 데이
터 형식을 식별해야 합니다.

Note
하위 수준 인터페이스는 모든 언어별 AWS SDK에서 제공됩니다.
다음 Java 프로그램은 AWS SDK for Java의 하위 수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Music 테
이블의 노래에 대해 GetItem 요청을 실행하고 해당 노래가 발표된 연도를 인쇄합니다.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클래스는 DynamoDB 하위 수준 인터페이
스를 구현합니다.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java.util.Hash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Item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ItemResult;

public class MusicLowLevel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key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key.put("Artist", new AttributeValue().withS("No One You Know"));
key.put("SongTitle", new AttributeValue().withS("Call Me Today"));
GetItemRequest request = new GetItemRequest()
.withTableName("Music")
.withKey(key);
try {
GetItemResult result = client.getItem(request);
if (result && result.getItem() != null) {
AttributeValue year = result.getItem().get("Year");
System.out.println("The song was released in " + year.getN());
} else {
System.out.println("No matching song was found");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retrieve data: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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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 인터페이스
많은 AWS SDK는 테이블과 인덱스에서 데이터 영역 작업(생성, 읽기, 업데이트, 삭제)을 수행할 수 있는 문
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문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데이터 형식 서술자 (p. 161)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데이터 자체의 의미론으로 암시됩니다. 이러한 AWS SDK는 JSON 문서를 기본
Amazon DynamoDB 데이터 형식으로, 또 그 반대로 쉽게 변환하는 메서드도 제공합니다.

Note
문서 인터페이스는 Java, .NET, Node.js 및 브라우저에서의 JavaScript용 AWS SDK에서 제공됩니
다.
다음 Java 프로그램은 AWS SDK for Java의 문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Music 테이블을
나타내는 Table 객체를 생성한 다음 해당 객체에게 GetItem을 사용하여 노래를 검색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은 해당 노래가 발표된 연도를 인쇄합니다.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클래스는 DynamoDB 문서 인터페이
스를 구현합니다. DynamoDB가 어떻게 하위 수준 클라이언트(AmazonDynamoDB)를 둘러싼 래퍼 역할을 하
는지에 유의하세요.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gsg;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GetItem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public class MusicDocument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ocClient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ocClient.getTable("Music");
GetItemOutcome outcome = table.getItemOutcome(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day");
int year = outcome.getItem().getInt("Year");
System.out.println("The song was released in " + year);
}

}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
일부 AWS SDK는 직접 데이터 영역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 대신
Amazon DynamoDB 테이블 및 인덱스의 항목을 나타내는 객체를 생성하고 이러한 객체와 상호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중심 코드가 아니라 객체 중심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Note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는 Java 및 .NET용 AWS SDK에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의 ??? (p. 168)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2-08-10
15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

다음 Java 프로그램은 AWS SDK for Java의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인 DynamoDBMapper를 사용합니다.
MusicItem 클래스는 Music 테이블의 항목을 나타냅니다.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Attribu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Hash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Range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able;

@DynamoDBTable(tableName="Music")
public class MusicItem {
private String artist;
private String songTitle;
private String albumTitle;
private int year;
@DynamoDBHashKey(attributeName="Artist")
public String getArtist() { return artist;}
public void setArtist(String artist) {this.artist = artist;}
@DynamoDBRangeKey(attributeName="SongTitle")
public String getSongTitle() { return songTitle;}
public void setSongTitle(String songTitle) {this.songTitle = songTitle;}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lbumTitle")
public String getAlbumTitle() { return albumTitle;}
public void setAlbumTitle(String albumTitle) {this.albumTitle = albumTit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Year")
public int getYear() { return year; }
public void setYear(int year) { this.year = year; }

그런 다음 MusicItem 객체를 인스턴스화하고, DynamoDBMapper의 load() 메서드를 사용하여 노래를 가
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그램은 해당 노래가 발표된 연도를 인쇄합니다.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클래스는
DynamoDB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DynamoDBMapper가 어떻게 하위 수준 클라이언트
(AmazonDynamoDB)를 둘러싼 래퍼 역할을 하는지에 유의하세요.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public class MusicMapper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MusicItem keySchema = new MusicItem();
keySchema.setArtist("No One You Know");
keySchema.setSongTitle("Call Me Today");
try {
MusicItem result = mapper.load(keySchema);
if (result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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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ut.println(
"The song was released in "+ result.getYear());
} else {
System.out.println("No matching song was found");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retrieve data: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

DynamoDB 하위 수준 API
주제
• 요청 형식 (p. 160)
• 응답 형식 (p. 160)
• 데이터 형식 서술자 (p. 161)
• 숫자 데이터 (p. 162)
• 이진 데이터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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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 하위 수준 API는 DynamoDB의 프로토콜 수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HTTP(S) 요청이 올바른 형식이어야 하며,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AWS SDK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하위 수준 DynamoDB API 요청을 구성하고 DynamoDB의 응답을 처
리합니다. 이로써 하위 수준 세부 사항 대신 애플리케이션 로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수준
DynamoDB API의 작동 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위 수준 DynamoDB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를 참조하세요.

Note
DynamoDB Streams의 자체 하위 수준 API는 DynamoDB의 그것과 별개이며, AWS SDK가 완벽하
게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을 참조하십시오. 하위 수준
DynamoDB Streams API는 Amazon DynamoDB Streams API 참조를 참조하세요.
하위 수준 DynamoDB API는 JavaScript Object Notation(JSON)을 연결 프로토콜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JSON은 데이터를 계층 구조로 나타내므로 데이터 값과 데이터 구조 모두 동시에 전달됩니다. 이름-값 페어
는 name:value 형식으로 정의됩니다. 데이터 계층은 이름-값 페어의 중첩된 대괄호로 정의됩니다.
DynamoDB는 JSON을 오직 전송 프로토콜로 사용하며 스토리지 형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AWS SDK
는 JSON을 사용하여 DynamoDB에 데이터를 보내고 DynamoDB는 JSON으로 응답합니다. DynamoDB는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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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JS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SON.org 웹사이트에서 JSON 소개를 참조하세요.

요청 형식
DynamoDB 하위 수준 API는 HTTP(S) POST 요청을 입력으로 받아들입니다. AWS SDK는 이 요청을 구성합
니다.
Pets(파티션 키) 및 AnimalType(정렬 키)으로 구성된 키 스키마가 포함된 Name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있
는 경우 이 두 가지 속성 모두 string 유형입니다. Pets에서 항목을 검색하기 위해 AWS SDK는 다음 요청
을 구성합니다.
POST / HTTP/1.1
Host: dynamodb.<region>.<domain>;
Accept-Encoding: identity
Content-Length: <PayloadSizeBytes>
User-Agent: <UserAgentStrin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Authorization: AWS4-HMAC-SHA256 Credential=<Credential>, SignedHeaders=<Headers>,
Signature=<Signature>
X-Amz-Date: <Date>
X-Amz-Target: DynamoDB_20120810.GetItem
{

}

"TableName": "Pets",
"Key": {
"AnimalType": {"S": "Dog"},
"Name": {"S": "Fido"}
}

이 요청에 대해 다음을 참조하세요.
• Authorization 헤더에는 DynamoDB가 요청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에서 AWS API 요청에 서명 및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를 참조
하세요.
• X-Amz-Target 헤더에는 DynamoDB 작업의 이름인 GetIte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위 API
버전(이 경우에는 20120810)도 포함됩니다.)
• 요청의 페이로드(본문)에는 JSON 형식의 작업을 위한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etItem 작업의
경우, 파라미터는 TableName 및 Key입니다.

응답 형식
DynamoDB는 요청을 수신하면 이를 처리하고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전에 나온 요청의 경우 다음 예제와 같
이 HTTP(S) 응답 페이로드에 해당 작업 결과가 포함됩니다.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RequestId>
x-amz-crc32: <Checksu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PayloadSizeBytes>
Date: <Date>
{
"Item": {
"Age": {"N": "8"},
"Col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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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S": "White"},
{"S": "Brown"},
{"S": "Black"}
]

}

}

},
"Name": {"S": "Fido"},
"Vaccinations": {
"M": {
"Rabies": {
"L": [
{"S": "2009-03-17"},
{"S": "2011-09-21"},
{"S": "2014-07-08"}
]
},
"Distemper": {"S": "2015-10-13"}
}
},
"Breed": {"S": "Beagle"},
"AnimalType": {"S": "Dog"}

이때 AWS SDK는 추가 처리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에 응답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Note
DynamoDB가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HTTP 오류 코드 및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AWS SDK
는 이를 예외 형식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전파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관련 오류 처
리 (p. 162)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형식 서술자
하위 수준 DynamoDB API 프로토콜에서는 각 속성에 데이터 형식 서술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형식
서술자는 DynamoDB에 각 속성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토큰입니다.
요청 형식 (p. 160) 및 응답 형식 (p. 160)의 예는 데이터 형식 서술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GetItem 요청은 Pets 키 스키마 속성(AnimalType 및 Name)에 대해 S를 지정하며, 이는 string 유형입
니다. GetItem 응답에는 string(S), number(N), map(M) 및 list(L) 형식의 Pets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DynamoDB 데이터 형식 서술자의 전체 목록입니다.
• S - 문자열
• N - 숫자
• B - 이진수
• BOOL - 부울
• NULL - Null
• M-맵
• L - 목록
• SS - 문자열 집합
• NS - 숫자 집합
• BS - 이진수 집합

Note
DynamoDB 데이터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유형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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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데이터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JSON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JSON 문서를 확인하고 구문 분석하는
데 타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타사 라이브러리는 JSON 숫자 형식을 기초로 int, long 또는 double 같은 자체 형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DynamoDB의 기본 숫자 데이터 형식은 이러한 다른 데이터 형식에 정확히 매핑되지 않으므로 이러
한 형식 구분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JSON 라이브러리는 고정 전체 자릿수 숫자 값
을 처리하지 않으며, 소수점을 포함하는 숫자열의 double 데이터 형식을 자동으로 유추합니다.
DynamoDB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손실이 없는 단일 숫자 형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의 동의 없이 double 값으로 암시적으로 변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ynamoDB는 숫자 값의 데이터 전송
에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속성 값을 업데이트하는 데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1", "2",
"3"을 적절한 순서로 입력하는 등 적절한 정렬 의미 체계를 유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숫자 전체 자릿수가 중요한 경우, DynamoDB로 전달하기 전에 숫자 값을 문자열로 변환해
야 합니다.

이진 데이터
DynamoDB는 이진 속성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JSON은 이진 데이터 인코딩은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습
니다. 요청에서 이진 데이터를 보내려면 Base64 형식으로 인코딩해야 합니다. DynamoDB는 요청을 받아
Base64를 다시 이진수로 디코딩합니다.
DynamoDB에서 사용되는 base64 인코딩 체계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웹 사이트의 RFC
464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DynamoDB 관련 오류 처리
이 단원에서는 런타임 오류와 그러한 오류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Amazon DynamoDB 관련
오류 메시지 및 코드를 설명합니다.
주제
• 오류 구성 요소 (p. 162)
• 트랜잭션 오류 (p. 163)
• 오류 메시지 및 코드 (p. 163)
•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오류 처리 (p. 166)
• 오류 재시도 횟수 및 지수 백오프 (p. 167)
• 일괄 작업 및 오류 처리 (p. 167)

오류 구성 요소
프로그램이 요청을 보내면 DynamoDB는 요청 처리를 시도합니다. 요청이 성공하면 DynamoDB는 요청된 작
업의 결과와 함께 HTTP 성공 상태 코드(200 OK)를 반환합니다.
요청이 실패하면 DynamoDB는 오류를 반환합니다. 오류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HTTP 상태 코드(예: 400).
• 예외 이름(예: ResourceNotFoundException).
• 오류 메시지(예: Requested resource not found: Table: tablename no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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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는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 오류를 전파합니다. 예를 들어 Java 프
로그램에서는 ResourceNotFoundException을 처리하기 위해 try-catch 로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DynamoDB에서 하위 수준 응답의 콘텐츠를 구문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응답의 예입니다.
HTTP/1.1 400 Bad Request
x-amzn-RequestId: LDM6CJP8RMQ1FHKSC1RBVJFPNVV4KQNSO5AEM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240
Date: Thu, 15 Mar 2012 23:56:23 GMT
{"__type":"com.amazonaws.dynamodb.v20120810#ResourceNotFoundException",
"message":"Requested resource not found: Table: tablename not found"}

트랜잭션 오류
트랜잭션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트랜잭션 충돌 처리 (p. 572) 섹션을 참조하세요.

오류 메시지 및 코드
다음은 DynamoDB가 반환하는 예외 목록을 HTTP 상태 코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한 목록입니다. 재시도 가
능?이 예라면 동일한 요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시도 가능?이 아니요라면 새로운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HTTP 400 상태 코드는 인증 실패, 필수 파라미터 누락, 테이블의 할당 처리량 초과 등 요청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요청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AccessDeniedException
메시지: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에 정확히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AWS SDK를 사용 중인 경우 요청에 자동으로 서명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AWS 일반 참조의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로 이동합니다.
재시도 가능? 아니요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메시지: 조건부 요청이 실패했습니다.
false로 평가된 조건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항목에서 조건부 업데이트 수행을 시도했지만 속
성의 실제 값이 조건에서 예상되는 값과 일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재시도 가능? 아니요
IncompleteSignatureException
메시지: 요청 서명이 AWS 표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요청 서명에 일부 필요한 구성 요소가 빠져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 중인 경우 요청에 자동으로 서명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 AWS 일반 참조의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로 이동합니다.
재시도 가능?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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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CollectionSizeLimitExceededException
메시지: 그룹 크기 제한이 초과됐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포함된 테이블에서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의 항목 그룹이 최대 크기 제한 10GB를 초
과하였습니다. 항목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컬 보조 인덱스의 항목 컬렉션 (p. 540) 단원을 참조
하세요.
재시도 가능? 예
LimitExceededException
메시지: 임의 구독자의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동시 제어 플레인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CREATING, DELETING 또는 UPDATING 상태의 누적 테이블 및
인덱스 수는 5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시도 가능? 예
MissingAuthenticationTokenException
메시지: 요청에는 유효한(등록된) AWS 액세스 키 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청이 필요한 인증 헤더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형식입니다. DynamoDB 하위 수준 API (p. 158)
섹션을 참조하세요.
재시도 가능? 아니요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
메시지: 처리량이 테이블 또는 인덱스의 현재 용량을 초과합니다. DynamoDB가 테이블 또는 인덱스를
자동으로 조정하므로 잠시 후 다시 시도합니다. 예외가 지속되면 바로 가기 키 파티션 키 설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 갑작스러운 읽기 급증으로 테이블에 구성된 읽기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재시도 가능? 예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메시지: 테이블 또는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게 허용되는 최대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초과하
였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과 소비한 처리량의 성능 지표를 보려면 Amazon CloudWatch 콘솔을 여
세요.
예: 요청량이 너무 높습니다. DynamoDB용 AWS SDK가 이 예외를 수신하는 요청을 자동으로 재시도합
니다. 재시도 대기열이 너무 많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국 요청이 성공합니다. 오류 재시
도 횟수 및 지수 백오프 (p. 167)를 사용하여 요청 빈도를 줄입니다.
재시도 가능? 예
RequestLimitExceeded
메시지: 처리량이 계정에 대한 현재 처리량 한도를 초과합니다. 한도 증가를 요청하려면 AWS
Support(https://aws.amazon.com/support)에 문의하세요.
예: 온디맨드 요청량이 허용된 계정 처리량을 초과했으며 더 이상 테이블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재시도 가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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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InUseException
메시지: 변경하려는 리소스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예: 기존 테이블을 다시 생성하려고 하거나, 또는 현재 CREATING 상태인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했습니
다.
재시도 가능? 아니요
ResourceNotFoundException
메시지: 요청한 리소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제: 요청한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일찍 CREATING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시도 가능? 아니요
ThrottlingException
메시지: 요청량이 허용 처리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예외는 THROTTLING_EXCEPTION 상태 코드와 함께 AmazonServiceException 응답으로 반환됩니
다. 제어 플레인 API 작업을 너무 빠르게 수행하는 경우 이 예외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요청 속도가 너무 높으면 온디맨드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블의 경우 모든 데이터 플레인 API 작업에 대해
이 예외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크 트래픽 및 조정 속성을 참조하
세요.
재시도 가능? 예
UnrecognizedClientException
메시지: 액세스 키 ID 또는 보안 토큰이 잘못되었습니다.
요청 서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잘못된 AWS 액세스 키 ID 또는 보안 키입니
다.
재시도 가능? 예
ValidationException
메시지: 발생하는 구체적 오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오류는 필수 파라미터의 누락, 값의 범위 이탈 또는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 형식 등 몇 가지 이유로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에는 요청에서 오류를 일으킨 특정 부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재시도 가능? 아니요

HTTP 상태 코드 5xx
HTTP 5xx 상태 코드는 AWS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일시적 오류일 수 있으므로 성공
할 때까지 요청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AWS Service Health Dashboard에서 서비스
운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Internal Server Error (HTTP 500)
DynamoDB에서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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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도 가능? 예

Note
항목 작업 시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테이블 수명 동안 예상됩니
다. 실패한 요청은 즉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쓰기 작업에 대한 상태 코드 500을 수신하면 작업이 성공했거나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쓰기 작
업이 TransactWriteItem 요청이면 작업을 다시 시도해도 좋습니다. 쓰기 작업이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 같은 단일 항목 쓰기 요청인 경우 작업을 다시 시도하기 전
에 애플리케이션이 항목의 상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 표현식 (p. 358)를 사용하
여 이전 작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재시도한 후에도 항목이 올바른 상태로 유지되도록 해
야 합니다. 멱등성이 쓰기 작업의 요구 사항인 경우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려는 여러 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ClientRequestToken을 자동으로 지정하여 멱등원 요청을 지원하는
TransactWriteItem (p. 569)을 사용하세요.
Service Unavailable (HTTP 503)
DynamoDB를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상태여야 합니다.)
재시도 가능? 예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오류 처리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오류를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로직을 추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접근법에는 try-catch 블록 또는 if-then 문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AWS SDK는 자체적으로 재시도 및 오류 검사를 수행합니다. AWS SDK 사용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오
류 코드와 설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에서 Request ID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진단을 위해 AWS Support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Request ID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Java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오려고 하며 기초적인 오류 처리를 수행합니
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요청이 실패했음을 알리는 데 불과합니다.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Movies");
try {
Item item = table.getItem("year", 1978, "title", "Superman");
if (item != null) {
System.out.println("Result: " + item);
} else {
//No such item exists in the table
System.out.println("Item not found");
}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ase) {
System.err.println("Could not complete operation");
System.err.println("Error Message: " + ase.getMessage());
System.err.println("HTTP Status:
" + ase.getStatusCode());
System.err.println("AWS Error Code: " + ase.getErrorCode());
System.err.println("Error Type:
" + ase.getErrorType());
System.err.println("Request ID:
" + ase.getRequestId());
} catch (AmazonClientException ace) {
System.err.println("Internal error occurred communicating with DynamoDB");
System.out.println("Error Message: " + ace.get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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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 예제에서 try-catch 구문은 두 가지 상이한 예외를 처리합니다.
• AmazonServiceException - 클라이언트 요청이 DynamoDB에 올바르게 전송되지만, DynamoDB가 요
청을 처리할 수 없고 대신 오류 응답을 반환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AmazonClientException -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거나 서비스의 응답을 구문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오류 재시도 횟수 및 지수 백오프
DNS 서버, 스위치, 로드 밸런서 등 수많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요청이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재시도 기술이 이러한 오류 응답을 처
리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개선합니다.
AWS SDK는 모두 재시도 로직을 자동으로 구현합니다. 재시도 파라미터를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발생할 때 재시도가 허용되지 않는 fail-fast 전략을 필요로 하는 Java 애플리케이션을 고려
해 보세요. AWS SDK for Java의 경우, ClientConfiguration 클래스를 사용하고 maxErrorRetry 값으
로 0을 입력하면 재시도가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의 AWS SDK 설명서를 참
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서버 오류(5xx)가 수신된 최초 요청을 재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
트 오류(4xx, ThrottlingException 또는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제외)는 요
청 자체를 수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만 재시도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재시도 방법 외에도 각각의 AWS SDK는 흐름 제어가 탁월한 지수 백오프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지
수 백오프의 기본 개념은 오류 응답이 연이어 나올 때마다 재시도 간 대기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것입
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시도 전에는 최대 50밀리초, 두 번째 재시도 전에는 최대 100밀리초, 그리고 세 번
째 전에는 최대 200밀리초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1분 후에도 요청이 실패하면 요청량이 아니라 할
당 처리량을 초과하는 요청 크기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약 1분 정도에서 멈추도록 최대 재시도 횟
수를 설정하세요. 요청이 실패하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옵션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Note
AWS SDK는 자동 재시도 로직과 지수 백오프를 구현합니다.
대부분의 지수 백오프 알고리즘은 지터(임의 지연)를 사용하여 연쇄 충돌을 방지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충
돌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난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지터가 보다 빠른 요청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수 백오프 및 지터 블로그 게시
물을 참조하세요.

일괄 작업 및 오류 처리
DynamoDB 하위 수준 API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배치 작업을 지원합니다. BatchGetItem은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항목을 읽고 BatchWriteItem은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이 배
치 작업은 다른 배치가 아닌 DynamoDB 작업 주위의 래퍼로 구현됩니다. 즉, BatchGetItem은 각 항목마다
한 번씩 GetItem을 일괄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마찬가지로 BatchWriteItem은 각 항목마다 상황에 맞게
DeleteItem 또는 PutItem을 일괄 방식으로 불러옵니다.
배치 작업은 처리 도중 개별 요청의 오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atchGetItem 요청으로 항목 5
개를 읽어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기본 GetItem 요청 일부가 실패하더라도 전체 BatchGetItem 작
업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개 읽기 작업 모두 실패하면 전체 BatchGetItem이 실패합니다.
배치 작업은 실패한 요청 각각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므로 사용자가 문제를 진단하고 작업을 재시도할 수 있
습니다. BatchGetItem의 경우 해당하는 테이블 및 기본 키가 응답의 UnprocessedKeys 값으로 반환됩니
다. BatchWriteItem에서도 비슷한 정보가 UnprocessedItems로 반환됩니다.
읽기 또는 쓰기 작업이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병목 현상입니다. BatchGetItem일 때는 일괄 요청
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작업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읽기 용량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BatchWriteItem일 때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충분한 쓰기 용량이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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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가 미처리 항목을 반환하면 해당 항목에 대해 배치 작업을 재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수 백오
프 알고리즘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배치 작업을 바로 재시도하면 각 테이블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 원인
이 된 읽기 또는 쓰기 요청이 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백오프를 사용하여 배치 작업을 지연시
키면 일괄에 포함된 각 요청 작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DynamoDB에 대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인터페
이스
AWS SDK는 애플리케이션에 Amazon DynamoDB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위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
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측 클래스와 메서드는 하위 수준 DynamoDB API에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많은 개발자들이 복잡한 데이터 형식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항목으로 매핑해야 할 때 연결 끊김 현상, 다
시 말해 임피던스 불일치를 경험합니다. 하위 수준의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객체 데
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쓰기 위한 메서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객체 유형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조합에 필요한 추가 코드의 양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Java 및 .NET용 AWS SDK는 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갖춘 인터페이스를 추가로 제
공합니다. 높은 수준의 DynamoDB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객체와 해당 객체의 데이터를 저
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핑을 정의한 후 save, load 또는
delete와 같은 간단한 객체 메서드를 호출하면 기본 하위 수준 DynamoDB 작업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자동
으로 호출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중심 코드가 아니라 객체 중심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DynamoDB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Java 및 .NET용 AWS SDK에서 제공됩니다.
Java
• Java: DynamoDBMapper (p. 168)
.NET
• .NET: 문서 모델 (p. 215)
• .NET: 객체 지속성 모델 (p. 238)

Java: DynamoDBMapper
주제
• Java용 DynamoDB 매퍼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p. 170)
• DynamoDB에 사용되는 Java 주석 (p. 171)
• DynamoDBMapper 클래스 (p. 176)
• DynamoDBMapper의 구성 설정(선택 사항) (p. 183)
• 예: CRUD 작업 (p. 184)
• 예: 일괄 쓰기 작업 (p. 187)
• 예: 쿼리 및 스캔 (p. 193)
• 예: 트랜잭션 작업 (p. 202)
• 버전 번호를 이용한 낙관적 잠금 (p. 209)
• 임의 데이터 매핑 (p. 212)
AWS SDK for Java에서는 클라이언트 측 클래스를 Amazon DynamoDB 테이블로 매핑할 수 있는
DynamoDBMapper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DynamoDBMapper를 사용하려면 코드에서 DynamoDB 테이블의
항목과 해당하는 객체 인스턴스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DynamoDBMapper 클래스를 사용하면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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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하여 다양한 생성, 읽기, 업데이트 및 삭제(CRUD) 작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쿼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
니다.

Note
DynamoDBMapper 클래스는 테이블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
을 위해서는 대신 하위 수준 SDK for Java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Java에서
DynamoDB 테이블 작업 (p. 329)을 참조하십시오.
SDK for Java는 클래스를 테이블로 매핑할 수 있도록 일련의 주석 유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ProductCatalog 테이블의 Id가 파티션 키인 경우
ProductCatalog(Id, ...)

아래 Java 코드와 같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의 클래스를 ProductCatalog 테이블로 매핑할 수 있습니
다. 이 코드는 CatalogItem이라는 POJO(Plain Old Java Object)를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주석을 사용하여
객체 필드를 DynamoDB 속성 이름에 매핑합니다.

Example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java.util.Se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Attribu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Hash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Ignor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able;

@DynamoDBTable(tableName="ProductCatalog")
public class CatalogItem {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Integer id;
String title;
String ISBN;
Set<String> bookAuthors;
String someProp;

@DynamoDBHashKey(attributeName="Id")
public Integer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eger id) {this.id = i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Title")
public String getTitle() {return title; }
public void setTitle(String title) { this.title = tit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ISBN")
public String getISBN() { return ISBN; }
public void setISBN(String ISBN) { this.ISBN = ISBN;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Authors")
public Set<String> getBookAuthors() { return bookAuthors; }
public void setBookAuthors(Set<String> bookAuthors) { this.bookAuthors = bookAuthors; }

}

@DynamoDBIgnore
public String getSomeProp() { return someProp; }
public void setSomeProp(String someProp) { this.someProp = someProp; }

위의 코드에서 @DynamoDBTable 주석은 CatalogItem 클래스를 ProductCatalog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각 클래스 인스턴스는 항목 형태로 이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정의에서
@DynamoDBHashKey 주석은 Id 속성을 기본 키로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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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클래스 속성은 테이블에서 동일한 이름의 속성으로 매핑됩니다. 예를 들어 Title 및 ISBN 속성
은 테이블에서 동일한 이름의 속성으로 매핑됩니다.
DynamoDB 속성의 이름이 클래스에서 선언된 속성의 이름과 일치하는 경우 @DynamoDBAttribute 주석
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서로 다르면 이 주석을 attributeName 파라미터와 함
께 사용하여 이 속성에 대응하는 DynamoDB 속성을 지정합니다.
위 예제에서는 속성 이름이 @DynamoDBAttribute에서 생성한 테이블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이 안내서의
다른 코드 예제에서도 일관된 속성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
한 데이터 로드 (p. 266) 주석이 각 속성에 추가되었습니다.
클래스 정의는 테이블의 어떤 속성에도 매핑되지 않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DynamoDBIgnore 주석
을 추가하여 이러한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제에서는 SomeProp 속성이 @DynamoDBIgnore 주석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CatalogItem 인스턴스를 테이블에 업로드할 때 DynamoDBMapper 인스턴스에
는 SomeProp 속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오더라도 매퍼가 이 속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매핑 클래스를 정의한 후에는 DynamoDBMapper 메서드를 사용하여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Catalog
테이블의 해당 항목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CatalogItem item = new CatalogItem();
item.setId(102);
item.setTitle("Book 102 Title");
item.setISBN("222-2222222222");
item.setBookAuthors(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 1", "Author 2")));
item.setSomeProp("Test");
mapper.save(item);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항목을 검색하고 일부 속성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atalogItem partitionKey = new CatalogItem();
partitionKey.setId(102);
DynamoDBQueryExpression<CatalogItem> queryExpression = new
DynamoDBQueryExpression<CatalogItem>()
.withHashKeyValues(partitionKey);
List<CatalogItem> itemList = mapper.query(CatalogItem.class, queryExpression);
for (int i = 0; i < itemList.size(); i++) {
System.out.println(itemList.get(i).getTitle());
System.out.println(itemList.get(i).getBookAuthors());
}

DynamoDBMapper는 Java에서 DynamoDB 데이터를 사용하는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낙관적 잠금, ACID 트랜잭션, 자동 생성된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값, 객체 버전 관리 등 기본적인 여러 기
능을 제공합니다.

Java용 DynamoDB 매퍼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에서 지원되는 기본 Java 데이터 형식, 컬렉션 및 임의의 데이터 형식을
설명합니다.
Amazon DynamoDB는 다음과 같은 기본 Java 데이터 형식 및 기본 래퍼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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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 Boolean, boolean
• Byte, byte
• Date(ISO_8601 밀리초 정밀도 문자열에 따라 UTC로 전환)
• Calendar(ISO_8601 밀리초 정밀도 문자열에 따라 UTC로 전환)
• Long, long
• Integer, int
• Double, double
• Float, float
• BigDecimal
• BigInteger

Note
• DynamoDB 이름 지정 규칙 및 지원되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및 이름 지정 규칙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 DynamoDBMapper에서 빈 이진수 값이 지원됩니다.
• AWS SDK for Java 2.x에서 빈 문자열 값이 지원됩니다.
AWS SDK for Java 1.x에서 DynamoDBMapper는 빈 문자열 속성 값 읽기를 지원하지만, 해당 속
성이 요청에서 삭제되므로 빈 문자열 속성 값을 쓰지 않습니다.
DynamoDB는 Java Set, List 및 Map 컬렉션 형식을 지원합니다. 다음 표에는 이러한 Java 형식이
DynamoDB 형식으로 매핑되는 방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Java 형식

DynamoDB 형식

모두 숫자 형식

N(숫자 형식)

문자열

S(문자열 형식)

부울

BOOL(부울 형식), 0 또는 1

ByteBuffer

B(이진수 형식)

날짜

S(문자열 형식) 날짜 값은 ISO-8601 포맷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Set(집합) 컬렉션 형식

SS(문자열 집합) 형식, NS(숫자 집합) 형식, 또는
BS(이진수 집합) 형식

DynamoDBTypeConvert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자체적인 임의 데이터 형식을 DynamoDB에서 기본적
으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임의 데이터 매핑 (p. 212)을 참조하십
시오.

DynamoDB에 사용되는 Java 주석
이 단원에서는 클래스 및 속성을 Amazon DynamoDB의 테이블 및 속성으로 매핑하는 데 사용되는 주석을
설명합니다.
해당 Javadoc 설명서는 AWS SDK for Java API 참조의 주석 유형 요약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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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다음 주석에서 DynamoDBTable 및 DynamoDBHashKey만 필요합니다.
주제
• DynamoDBAttribute (p. 172)
• DynamoDBAutoGeneratedKey (p. 172)
• DynamoDBDocument (p. 173)
• DynamoDBHashKey (p. 174)
• DynamoDBIgnore (p. 174)
• DynamoDBIndexHashKey (p. 174)
• DynamoDBIndexRangeKey (p. 174)
• DynamoDBRangeKey (p. 175)
• DynamoDBTable (p. 175)
• DynamoDBTypeConverted (p. 175)
• DynamoDBTyped (p. 176)
• DynamoDBVersionAttribute (p. 176)

DynamoDBAttribute
속성을 테이블 속성으로 매핑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클래스 속성은 이름이 동일한 항목 속성으로 매핑됩니
다. 하지만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이 주석을 사용하여 클래스 속성을 테이블 속성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아래 Java 코드 조각에서는 DynamoDBAttribute가 BookAuthors 속성을 테이블의 속성 이름으로 매핑
하고 있습니다.Authors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uthors")
public List<String> getBookAuthors() { return BookAuthors; }
public void setBookAuthors(List<String> BookAuthors) { this.BookAuthors = BookAuthors; }

DynamoDBMapper가 객체를 테이블에 저장할 때는 Authors를 속성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DynamoDBAutoGeneratedKey
파티션 키 또는 정렬 키 속성을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DynamoDBMapper는 이러한 속성을 저장
할 때 임의의 UUID를 생성합니다. String 속성만 자동 생성된 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자동 생성된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DynamoDBTable(tableName="AutoGeneratedKeysExample")
public class AutoGeneratedKeys {
private String id;
private String payload;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d")
@DynamoDBAutoGeneratedKey
public String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String id) { this.id = i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payload")
public String getPayload() { return this.payload; }
public void setPayload(String payload) { this.payload = payload; }
public static void saveItem() {
AutoGeneratedKeys obj = new AutoGeneratedKeys();
obj.setPayload("abc123");

API 버전 2012-08-10
172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Java: DynamoDBMapper
// id field is null at this point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dynamoDBClient);
mapper.save(obj);

}

System.out.println("Object was saved with id " + obj.getId());

}

DynamoDBDocument
클래스를 Amazon DynamoDB 문서로 직렬화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JSON 문서를 Map 형식(M)의 DynamoDB 속성으로 매핑하려는 경우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Map
유형의 중첩된 속성(Pictures)을 포함하는 항목을 정의합니다.
public class ProductCatalogItem {
private Integer id; //partition key
private Pictures pictures;
/* ...other attributes omitted... */
@DynamoDBHashKey(attributeName="Id")
public Integer getId() { return id;}
public void setId(Integer id) {this.id = id;}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Pictures")
public Pictures getPictures() { return pictures;}
public void setPictures(Pictures pictures) {this.pictures = pictures;}
// Additional properties go here.
@DynamoDBDocument
public static class Pictures {
private String frontView;
private String rearView;
private String sideView;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FrontView")
public String getFrontView() { return frontView; }
public void setFrontView(String frontView) { this.frontView = frontView;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RearView")
public String getRearView() { return rearView; }
public void setRearView(String rearView) { this.rearView = rearView;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SideView")
public String getSideView() { return sideView; }
public void setSideView(String sideView) { this.sideView = sideView; }
}

}

그러면 다음 예제와 같이 새 ProductCatalog 항목을 Pictures와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ProductCatalogItem item = new ProductCatalogItem();
Pictures pix = new Pictures();
pix.setFrontView("http://example.com/products/123_front.jpg");
pix.setRearView("http://example.com/products/123_rear.jpg");
pix.setSideView("http://example.com/products/123_left_side.jpg");
item.setPictures(pix);
item.setI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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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er.save(item);

결과로 얻은 ProductCatalog 항목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JSON 형식).
{

}

"Id" : 123
"Pictures" : {
"SideView" : "http://example.com/products/123_left_side.jpg",
"RearView" : "http://example.com/products/123_rear.jpg",
"FrontView" : "http://example.com/products/123_front.jpg"
}

DynamoDBHashKey
클래스 속성을 테이블의 파티션 키 속성으로 매핑합니다. 속성은 스칼라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형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속성은 컬렉션 형식일 수 없습니다.
ProductCatalog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Id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Java 코드
에서는 CatalogItem 클래스를 정의하고 @DynamoDBHashKey 태그를 사용하여 해당 Id 속성을
ProductCatalog 테이블의 기본 키로 매핑합니다.
@DynamoDBTable(tableName="ProductCatalog")
public class CatalogItem {
private Integer Id;
@DynamoDBHashKey(attributeName="Id")
public Integer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eger Id) {
this.Id = Id;
}
// Additional properties go here.
}

DynamoDBIgnore
DynamoDBMapper 인스턴스에게 연동되어 있는 속성을 무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할 때도 DynamoDBMapper는 이 속성을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델링되지 않은 속성의 클래스 필드 또는 getter 메서드에 적용됩니다. 클래스 필드에 주석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 해당 getter 및 setter를 동일한 클래스에 선언해야 합니다.

DynamoDBIndexHashKey
클래스 속성을 글로벌 보조 인텍스의 파티션 키로 매핑합니다. 속성은 스칼라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형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속성은 컬렉션 형식일 수 없습니다.
이 주석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Query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이때는 인덱스 이름
(globalSecondaryIndexName)을 지정해야 합니다. 클래스 속성 이름이 인덱스 파티션 키와 다른 경우 인
덱스 속성 이름(attributeName)도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IndexRangeKey
클래스 속성을 글로벌 보조 인덱스 또는 로컬 보조 인덱스의 정렬 키로 매핑합니다. 속성은 스칼라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형식 중 하나여야 합니다. 속성은 컬렉션 형식일 수 없습니다.
이 주석은 로컬 보조 주석 또는 글로벌 보조 주석을 Query해야 하고 인덱스 정렬 키를 사용해 결
과를 구체화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때는 인덱스 이름(globalSecondaryIndexNam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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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SecondaryIndexName)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속성 이름과 인덱스 정렬 키가 다른 경우
에는 인덱스 속성 이름(attributeName)도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RangeKey
클래스 속성을 테이블의 정렬 키 속성으로 매핑합니다. 속성은 스칼라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형식 중 하
나여야 합니다. 속성은 컬렉션 형식일 수 없습니다.
기본 키가 복합형(파티션 키 및 정렬 키)일 경우 이 태그를 사용하여 클래스 필드를 정렬 키로 매핑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포럼 스레드에 대한 회신을 저장하는 Reply 테이블이 있는 경우 스레드마다 다수의 댓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의 기본 키는 ThreadId 및 ReplyDateTime입니다. ThreadId는 파티
션 키이고, ReplyDateTime은 정렬 키입니다.
다음은 Reply 클래스를 정의하여 Reply 테이블에 매핑하는 Java 코드입니다. 코드 조각을 보면
@DynamoDBHashKey 및 @DynamoDBRangeKey 태그를 사용하여 기본 키에 매핑되는 클래스 속성을 식별하
고 있습니다.
@DynamoDBTable(tableName="Reply")
public class Reply {
private Integer id;
private String replyDateTime;
@DynamoDBHashKey(attributeName="Id")
public Integer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eger id) { this.id = id; }
@DynamoDBRangeKey(attributeName="ReplyDateTime")
public String getReplyDateTime() { return replyDateTime; }
public void setReplyDateTime(String replyDateTime) { this.replyDateTime =
replyDateTime; }
}

// Additional properties go here.

DynamoDBTable
DynamoDB의 대상 테이블을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드는 Developer 클래스를 정의하여
DynamoDB의 People 테이블에 매핑합니다.
@DynamoDBTable(tableName="People")
public class Developer { ...}

@DynamoDBTable 주석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Developer 클래스에서 상속되는 새 클래스도 People 테이
블로 매핑됩니다. 예를 들어 Lead 클래스를 Developer 클래스에서 상속하여 생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Developer 클래스를 People 테이블로 매핑했기 때문에 Lead 클래스 객체도 동일한 테이블에 저장됩니
다.
@DynamoDBTable 또한 재정의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Developer 클래스에서 상속되는 새 클래스
는 모두 동일한 People 테이블로 매핑됩니다. 하지만 이 기본 매핑을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veloper 클래스에서 상속되는 클래스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 Java 코드 예제와 같이 @DynamoDBTable
주석을 추가하여 해당 클래스를 다른 테이블로 명시적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DynamoDBTable(tableName="Managers")
public class Manager extends Developer { ...}

DynamoDBTypeConverted
속성을 사용자 지정 유형 변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주석 DynamoDBTypeConverter에 추가 속
성을 전달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주석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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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TypeConvert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자체적인 임의 데이터 형식을 DynamoDB에서 기본적
으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임의 데이터 매핑 (p. 212)을 참조하십
시오.

DynamoDBTyped
표준 속성 형식 바인딩을 재정의하는 주석 표준 형식에서 해당 형식에 기본 속성 바인딩을 적용할 경우 주석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ynamoDBVersionAttribute
낙관적 잠금 버전 번호를 저장하는 클래스 속성을 식별합니다. DynamoDBMapper는 새로운 항목을 저장할
때 버전 번호를 이 속성에 할당한 후 항목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버전 번호를 올립니다. 여기서는 숫자 스칼라
형식만 지원됩니다. 데이터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유형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버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번호를 이용한 낙관적 잠금 (p. 209)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Mapper 클래스
DynamoDBMapper 클래스는 Amazon DynamoDB API의 진입점입니다. DynamoDB 엔드포인트에 액세스
하고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에 대한 다양한 생성, 읽기, 업데이트 및 삭제
(CRUD) 작업을 수행하고 테이블에 대한 쿼리 및 스캔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DynamoDB를 작
업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해당 Javadoc 설명서는 AWS SDK for Java API 참조의 DynamoDBMapper를 참조하세요.
주제
• 저장 (p. 176)
• 로드 (p. 177)
• 삭제 (p. 177)
• query (p. 177)
• queryPage (p. 179)
• 스캔 (p. 179)
• scanPage (p. 180)
• parallelScan (p. 180)
• batchSave (p. 180)
• batchLoad (p. 180)
• batchDelete (p. 181)
• batchWrite (p. 181)
• transactionWrite (p. 181)
• transactionLoad (p. 182)
•
•
•
•

count (p. 182)
generateCreateTableRequest (p. 182)
createS3Link (p. 182)
getS3ClientCache (p. 183)

저장
지정한 객체를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저장하는 객체가 이 메서드에 유일하게 필요한 파라미터입니다.
DynamoDBMapperConfig 객체를 사용하여 옵션으로 구성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기본 키를 사용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이 메서드가 테이블에 새로운 항목을 생성합니다. 그
리고, 동일한 기본 키를 사용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파티션 키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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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키가 String 형식이고 @DynamoDBAutoGeneratedKey로 주석된 경우 초기화되지 않았으면 랜덤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가 부여됩니다. @DynamoDBVersionAttribute 주석이 추가된 버전 필
드는 1씩 증가합니다. 또한 버전 필드를 업데이트하거나 키를 생성하는 경우 작업 결과에 따라 전달되는 객
체도 업데이트됩니다.
기본적으로 매핑된 클래스 속성에 해당되는 속성만 업데이트됩니다. 항목의 기존 추가 속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SaveBehavior.CLOBBER를 지정할 경우 항목을 강제로 완전히 덮어쓸 수 있습니다.
mapper.save(obj, new DynamoDBMapperConfig(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CLOBBER));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면 클라이언트 측 항목 버전과 서버 측 항목 버전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SaveBehavior.CLOBBER 옵션을 사용하면 버전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번호를 이용한 낙관적 잠금 (p. 209) 섹션을 참조하세요.

로드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검색할 항목의 기본 키를 제공해야 합니다. DynamoDBMapperConfig 객체
를 사용하여 옵션으로 구성 파라미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Java 문과 같이 이 메서드를
실행하여 최신 항목 값만 가져오려면 옵션으로 strongly consistent read를 요청하면 됩니다.
CatalogItem item = mapper.load(CatalogItem.class, item.getId(),
new DynamoDBMapperConfig(DynamoDBMapperConfig.ConsistentReads.CONSISTENT));

기본적으로 DynamoDB는 최종적으로 일관된 값을 갖는 항목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DynamoDB의 최종 일
관성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성 (p. 15) 단원을 참조하세요.

삭제
항목을 테이블에서 삭제합니다. 이때는 매핑된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를 전달해야 합니다.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면 클라이언트 측 항목 버전과 서버 측 항목 버전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SaveBehavior.CLOBBER 옵션을 사용하면 버전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전 번호를 이용한 낙관적 잠금 (p. 209) 섹션을 참조하세요.

query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를 쿼리합니다. 테이블에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가 있는 경우에만 테이
블 또는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서드를 실행하려면 파티션 키 값을 비롯해 정렬 키에 적용되는
쿼리 필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터 표현식에는 조건과 값이 추가됩니다.
포럼 스레드 회신이 저장되는 Reply 테이블이 있는 경우 스레드 제목마다 회신 수가 0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ply 테이블의 기본 키는 Id 및 ReplyDateTime 필드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Id는 파티션
키이고, ReplyDateTime은 기본 키의 정렬 키입니다.
Reply ( Id, ReplyDateTime, ... )

Reply 클래스와 DynamoDB의 해당 Reply 테이블 간 매핑을 생성한 경우 다음 Java 코드는
DynamoDBMapper를 사용하여 특정 스레드 제목에 대한 지난 2주 간 모든 회신을 찾습니다.

Example
String forumName = "&DDB;";
String forumSubject = "&DDB; Thread 1";
String partitionKey = forumName + "#" + forumSubject;
long twoWeeksAgoMilli = (new Date()).getTime() - (14L*24L*60L*60L*1000L);
Date twoWeeksAgo = new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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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WeeksAgo.setTime(twoWeeksAgoMilli);
SimpleDateFormat df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String twoWeeksAgoStr = df.format(twoWeeksAgo);
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v1", new AttributeValue().withS(partitionKey));
eav.put(":v2",new AttributeValue().withS(twoWeeksAgoStr.toString()));
DynamoDBQueryExpression<Reply> queryExpression = new DynamoDBQueryExpression<Reply>()
.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1 and ReplyDateTime > :v2")
.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Reply> latestReplies = mapper.query(Reply.class, queryExpression);

쿼리 결과 Reply 객체 컬렉션이 반환됩니다.
기본적으로 query 메서드는 "지연 로딩된(lazy-loaded)" 컬렉션을 반환합니다. 즉, 처음에는 결과 페이지를
하나만 반환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호출하여 다음 페이지를 반환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을 모두 가져오
려면 latestReplies 컬렉션을 반복합니다.
컬렉션에서 size() 메서드를 호출하면 정확한 개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결과가 로드됩니다. 이로 인해 프
로비저닝된 처리량이 많이 사용될 수 있으며, 매우 큰 테이블에서는 JVM의 모든 메모리가 소모될 수도 있습
니다.
인덱스를 쿼리하려면 먼저 인덱스를 매퍼 클래스로 모델링해야 합니다. Reply 테이블에는 PostedByMessage-Index라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의 파티션 키는 PostedBy이고, 정렬 키는
Message입니다. 이 인덱스에서 항목의 클래스 정의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DynamoDBTable(tableName="Reply")
public class PostedByMessage {
private String postedBy;
private String message;
@DynamoDBIndexHashKey(globalSecondaryIndexName = "PostedBy-Message-Index",
attributeName = "PostedBy")
public String getPostedBy() { return postedBy; }
public void setPostedBy(String postedBy) { this.postedBy = postedBy; }
@DynamoDBIndexRangeKey(globalSecondaryIndexName = "PostedBy-Message-Index",
attributeName = "Message")
public String getMessage() { return message; }
public void setMessage(String message) { this.message = message; }
}

// Additional properties go here.

@DynamoDBTable 주석은 이 인덱스가 Reply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
다. @DynamoDBIndexHashKey 주석은 인덱스의 파티션 키(PostedBy)를 표시하고,
@DynamoDBIndexRangeKey는 인덱스의 정렬 키(Message)를 표시합니다.
이제 DynamoDBMapper를 사용하여 특정 사용자가 게시한 메시지 하위 집합을 검색하는 인덱스 쿼리를 실
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가 어느 인덱스를 쿼리할지 알 수 있도록 withIndexName을 지정해야 합니
다. 다음 코드에서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최종적 일관된 읽기는 지원하
지만 강력히 일관된 읽기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withConsistentRead(false)를 지정해야 합니다.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v1", new AttributeValue().withS("User A"));
eav.put(":v2", new AttributeValue().withS("DynamoDB"));
DynamoDBQueryExpression<PostedByMessage> queryExpression = new
DynamoDBQueryExpression<PostedBy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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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dexName("PostedBy-Message-Index")
.withConsistentRead(false)
.withKeyConditionExpression("PostedBy = :v1 and begins_with(Message, :v2)")
.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PostedByMessage> iList =

mapper.query(PostedByMessage.class, queryExpression);

쿼리 결과 PostedByMessage 객체 컬렉션이 반환됩니다.

queryPage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를 쿼리하고 일치하는 결과를 단일 페이지로 반환합니다. query 메서드에서 그
랬듯이 이번에도 파티션 키 값을 비롯해 정렬 키 속성에 적용되는 쿼리 필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queryPage는 첫 번째 데이터 "페이지"만 반환합니다. 다시 말해서 1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를 반환
합니다.

스캔
전체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를 스캔합니다. FilterExpression를 지정하여 결과 집합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선택 사항).
포럼 스레드 회신이 저장되는 Reply 테이블이 있는 경우 스레드 제목마다 회신 수가 0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ply 테이블의 기본 키는 Id 및 ReplyDateTime 필드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Id는 파티션
키이고, ReplyDateTime은 기본 키의 정렬 키입니다.
Reply ( Id, ReplyDateTime, ... )

Java 클래스를 Reply 테이블로 매핑한 경우 DynamoDBMapper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드에서는 전체 Reply 테이블을 스캔하여 특정 연도의 회신만 반환합니다.

Example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v1", new AttributeValue().withS("2015"));
DynamoDBScanExpression scanExpression = new DynamoDBScanExpression()
.withFilterExpression("begins_with(ReplyDateTime,:v1)")
.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Reply> replies =

mapper.scan(Reply.class, scanExpression);

기본적으로 scan 메서드는 "지연 로딩된(lazy-loaded)" 컬렉션을 반환합니다. 즉, 처음에는 결과 페이지를 하
나만 반환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호출하여 다음 페이지를 반환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을 모두 가져오려
면 replies 컬렉션을 반복합니다.
컬렉션에서 size() 메서드를 호출하면 정확한 개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결과가 로드됩니다. 이로 인해 프
로비저닝된 처리량이 많이 사용될 수 있으며, 매우 큰 테이블에서는 JVM의 모든 메모리가 소모될 수도 있습
니다.
인덱스를 스캔하려면 먼저 인덱스를 매퍼 클래스로 모델링해야 합니다. Reply 테이블에 PostedByMessage-Index라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인덱스의 파티션 키는 PostedBy이고,
정렬 키는 Message입니다. 이 인덱스에 대한 매퍼 클래스는 query (p. 177) 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클래
스는 @DynamoDBIndexHashKey 및 @DynamoDBIndexRangeKey 주석을 사용하여 인덱스 파티션 키 및 정
렬 키를 지정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PostedBy-Message-Index를 스캔합니다. 스캔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덱스
의 모든 항목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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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ScanExpression scanExpression = new DynamoDBScanExpression()
.withIndexName("PostedBy-Message-Index")
.withConsistentRead(false);
List<PostedByMessage> iList = mapper.scan(PostedByMessage.class, scanExpression);
Iterator<PostedByMessage> indexItems = iList.iterator();

scanPage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를 스캔하고 일치하는 결과를 단일 페이지로 반환합니다. scan 메서드와 마찬가지
로 FilterExpression을 지정하여 결과 집합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선택 사항). 그러나 scanPage는
첫 번째 데이터 ‘페이지’만 반환합니다. 다시 말해서 1MB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parallelScan
전체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를 병렬 방식으로 스캔합니다. 즉, 결과를 필터링할 스캔 표현식과 함께 테이블
의 논리 세그먼트를 다수 지정합니다. parallelScan은 스캔 작업을 각 논리 세그먼트마다 하나씩 여러 작
업자로 분할합니다. 그러면 작업자가 데이터를 병렬 방식으로 처리하여 결과를 반환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제에서는 Product 테이블에 대한 병렬 스캔을 수행합니다.
int numberOfThreads = 4;
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n", new AttributeValue().withN("100"));
DynamoDBScanExpression scanExpression = new DynamoDBScanExpression()
.withFilterExpression("Price <= :n")
.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Product> scanResult = mapper.parallelScan(Product.class, scanExpression,
numberOfThreads);

parallelScan의 사용법을 나타낸 Java 코드 예제는 예: 쿼리 및 스캔 (p. 193) 단원을 참조하세요.

batchSave
AmazonDynamoDB.batchWriteItem 메서드를 1회 이상 호출하여 객체를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저장합니
다. 이 메서드는 트랜잭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Java 코드에서는 두 항목(책)을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Book book1 = new Book();
book1.id = 901;
book1.productCategory = "Book";
book1.title = "Book 901 Title";
Book book2 = new Book();
book2.id = 902;
book2.productCategory = "Book";
book2.title = "Book 902 Title";
mapper.batchSave(Arrays.asList(book1, book2));

batchLoad
기본 키를 사용하여 다수의 항목을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가져옵니다.
다음 Java 코드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두 개의 항목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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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List<Object> itemsToGet = new ArrayList<Object>();
ForumItem forumItem = new ForumItem();
forumItem.setForumName("Amazon DynamoDB");
itemsToGet.add(forumItem);
ThreadItem threadItem = new ThreadItem();
threadItem.setForumName("Amazon DynamoDB");
threadItem.setSubject("Amazon DynamoDB thread 1 message text");
itemsToGet.add(threadItem);
Map<String, List<Object>> items = mapper.batchLoad(itemsToGet);

batchDelete
AmazonDynamoDB.batchWriteItem 메서드를 1회 이상 호출하여 객체를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삭제합
니다. 이 메서드는 트랜잭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Java 코드에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두 항목(책)을 삭제합니다.
Book book1 = mapper.load(Book.class, 901);
Book book2 = mapper.load(Book.class, 902);
mapper.batchDelete(Arrays.asList(book1, book2));

batchWrite
AmazonDynamoDB.batchWriteItem 메서드를 1회 이상 호출하여 객체를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저장하거
나 삭제합니다. 이 메서드는 트랜잭션을 보장하거나 버전 관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조건부 업로드 또는 삭
제).
다음 Java 코드에서는 새 항목을 Forum 테이블에 쓰고, 새 항목을 Thread 테이블에 쓰고,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Create a Forum item to save
Forum forumItem = new Forum();
forumItem.name = "Test BatchWrite Forum";
// Create a Thread item to save
Thread threadItem = new Thread();
threadItem.forumName = "AmazonDynamoDB";
threadItem.subject = "My sample question";
// Load a ProductCatalog item to delete
Book book3 = mapper.load(Book.class, 903);
List<Object> objectsToWrite = Arrays.asList(forumItem, threadItem);
List<Book> objectsToDelete = Arrays.asList(book3);
mapper.batchWrite(objectsToWrite, objectsToDelete);

transactionWrite
AmazonDynamoDB.transactWriteItems 메서드를 1회 호출하여 객체를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저장하거
나 삭제합니다.
트랜잭션별 예외 목록을 보려면 TransactWriteItems 오류를 참조하세요.
DynamoDB 트랜잭션과 제공된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및 지속성(ACID) 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Transaction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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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메서드는 다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
다음 Java 코드에서는 트랜잭션 형태로 각 Forum 및 Thread 테이블에 새 항목을 씁니다.
Thread s3ForumThread = new Thread();
s3ForumThread.forumName = "S3 Forum";
s3ForumThread.subject = "Sample Subject 1";
s3ForumThread.message = "Sample Question 1";
Forum s3Forum = new Forum();
s3Forum.name = "S3 Forum";
s3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s3Forum.threads = 1;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 = new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addPut(s3Forum);
transactionWriteRequest.addPut(s3ForumThread);
mapper.transactionWrite(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Load
AmazonDynamoDB.transactGetItems 메서드를 1회 호출하여 객체를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로드합니
다.
트랜잭션별 예외 목록을 보려면 TransactGetItems 오류를 참조하세요.
DynamoDB 트랜잭션과 제공된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및 지속성(ACID) 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Transactions를 참조하세요.
다음 Java 코드에서는 트랜잭션 형태로 각 Forum 및 Thread 테이블에서 한 개의 항목을 로드합니다.
Forum dynamodbForum = new Forum();
dynamodbForum.name = "DynamoDB Forum";
Thread dynamodbForumThread = new Thread();
dynamodbForumThread.forumName = "DynamoDB Forum";
TransactionLoadRequest transactionLoadRequest = new TransactionLoadRequest();
transactionLoadRequest.addLoad(dynamodbForum);
transactionLoadRequest.addLoad(dynamodbForumThread);
mapper.transactionLoad(transactionLoadRequest);

count
지정한 스캔 표현식을 평가하여 일치하는 항목 수를 반환합니다. 항목 데이터를 따로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generateCreateTableRequest
DynamoDB 테이블을 나타내는 POJO 클래스를 구문 분석한 다음 해당 테이블의 CreateTableRequest를
반환합니다.

createS3Link
Amazon S3 객체에 대한 링크를 생성합니다. 이때 버킷 객체의 고유 식별자로서 버킷 이름과 키 이름을 지정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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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S3Link를 사용하려면 접근자(getter/setter) 메서드를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새 속
성 및 getter/setter 메서드를 CatalogItem 클래스에 추가하여 이를 설명합니다.
@DynamoDBTable(tableName="ProductCatalog")
public class CatalogItem {
...
public S3Link productImag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roductImage")
public S3Link getProductImage() {
return productImage;
}
public void setProductImage(S3Link productImage) {
this.productImage = productImage;
}
...
}

다음 Java 코드에서는 Product 테이블에 쓸 새 항목을 정의합니다. 코드를 보면 항목에 제품 이미지 링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데이터는 Amazon S3에 업로드됩니다.
CatalogItem item = new CatalogItem();
item.id = 150;
item.title = "Book 150 Title";
String myS3Bucket = "myS3bucket";
String myS3Key = "productImages/book_150_cover.jpg";
item.setProductImage(mapper.createS3Link(myS3Bucket, myS3Key));
item.getProductImage().uploadFrom(new File("/file/path/book_150_cover.jpg"));
mapper.save(item);

S3Link 클래스는 Amazon S3의 객체를 조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S3Link Javadocs를 참조하세요.

getS3ClientCache
Amazon S3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본 S3ClientCache를 반환합니다. S3ClientCache는
AmazonS3Client 객체를 위한 스마트 맵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다수일 때는 S3ClientCache가 AWS 리전
별로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새 Amazon S3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DynamoDBMapper의 구성 설정(선택 사항)
DynamoDBMapper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일정한 기본 동작이 있지만 DynamoDBMapperConfig 클래
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기본 동작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설정으로 DynamoDBMapper를 생성하는 코드 조각입니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MapperConfig mapperConfig = DynamoDBMapperConfig.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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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SaveBehavior(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CLOBBER)
.withConsistentReads(DynamoDBMapperConfig.ConsistentReads.CONSISTENT)
.withTableNameOverride(null)
.withPaginationLoadingStrategy(DynamoDBMapperConfig.PaginationLoadingStrategy.EAGER_LOADING)
.build();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mapperConfig);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Java API 참조에서 DynamoDBMapperConfig를 참조하세요.
DynamoDBMapperConfig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인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ynamoDBMapperConfig.ConsistentReads 열거 값:
• EVENTUAL - 매퍼 인스턴스가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요청을 사용합니다.
• CONSISTENT - 매퍼 인스턴스가 강력히 일관된 읽기 요청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 설정은 load, query
또는 scan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일관된 읽기는 성능과 결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매퍼 인스턴스에 읽기 일관성 설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EVENTUAL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 DynamoDBMapperConfig.PaginationLoadingStrategy 열거 값 - 매퍼 인스턴스가 query 또
는scan의 결과와 같은 페이지 매긴 데이터 목록을 처리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 LAZY_LOADING - 매퍼 인스턴스는 가능할 경우 데이터를 로드하고, 로드한 결과를 모두 메모리에 저장
합니다.
• EAGER_LOADING - 목록 초기화 직후 매퍼 인스턴스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 ITERATION_ONLY - 반복자를 사용해야만 목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복 단계에서는 다음 페이지를
로드하기 전에 이전 결과가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로드된 결과는 단일 페이지 목록으로만 메모리
에 저장합니다. 이는 목록의 반복 횟수가 1회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다
수의 항목을 처리하면서 메모리 오버헤드를 줄여야 할 때 바람직합니다.
매퍼 인스턴스에 페이지 매김 로딩 전략을 지정하지 않으면 LAZY_LOADING이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 열거 값 - 저장 작업 시 매퍼 인스턴스의 속성 처리 방식을 지
정합니다.
• UPDATE - 저장 작업 중 모델링된 속성만 모두 업데이트되고 모델링되지 않은 속성은 업데이트되지 않습
니다. 기본적인 숫자 형식(byte, int, long)은 0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객체 형식은 null로 설정됩니다.
• CLOBBER - 저장 작업 중 모델링되지 않은 속성을 비롯하여 모든 속성을 지우고 교체합니다. 즉, 항목을
삭제했다가 다시 생성합니다. 버전이 지정된 필드 제약 조건 역시 무시됩니다.
매퍼 인스턴스에 저장 동작을 지정하지 않으면 UPDATE가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Note
DynamoDBMapper 트랜잭션 작업은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 열거를 지원하
지 않습니다.
• DynamoDBMapperConfig.TableNameOverride - 객체 매퍼 인스턴스에 클래스의 DynamoDBTable
주석으로 지정한 테이블 이름은 무시하고 대신에 직접 입력하는 다른 테이블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합니
다. 이는 런타임에서 데이터를 여러 테이블로 분할할 때 유용합니다.
필요하다면 작업 단위로 DynamoDBMapper의 기본 구성 객체를 재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CRUD 작업
다음 Java 코드 예제에서는 Id, Title, ISBN 및 Authors 속성을 가진 CatalogItem 클래스를 선언합니
다. 이 예제에서는 주석을 사용하여 이러한 속성을 DynamoDB의 ProductCatalog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그런 다음 DynamoDBMapper를 사용하여 책 객체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업데이트한 다음 책 항목을 삭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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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아래 코드 예제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지침에 따라 이미 계정의 DynamoDB에 데이터를 로드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atamodeling;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io.IOException;
java.util.Arrays;
java.util.HashSet;
java.util.Se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Attribu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Hash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Config;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able;

public class DynamoDBMapperCRUD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
testCRUDOperations();
System.out.println("Example complete!");
}
@DynamoDBTable(tableName = "ProductCatalog")
public static class CatalogItem {
private Integer id;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ISBN;
private Set<String> bookAuthors;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d")
public Integer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eger id) {
this.id = i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itle")
public String getTitle() {
return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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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setTitle(String title) {
this.title = tit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ISBN")
public String getISBN() {
return ISBN;
}
public void setISBN(String ISBN) {
this.ISBN = ISBN;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uthors")
public Set<String> getBookAuthors() {
return bookAuthors;
}
public void setBookAuthors(Set<String> bookAuthors) {
this.bookAuthors = bookAuthors;
}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Book [ISBN=" + ISBN + ", bookAuthors=" + bookAuthors + ", id=" + id +
", title=" + title + "]";
}
}
private static void testCRUDOperations() {
CatalogItem item = new CatalogItem();
item.setId(601);
item.setTitle("Book 601");
item.setISBN("611-1111111111");
item.setBookAuthors(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 "Author2")));
// Save the item (book).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mapper.save(item);
// Retrieve the item.
CatalogItem itemRetrieved = mapper.load(CatalogItem.class, 601);
System.out.println("Item retrieved:");
System.out.println(itemRetrieved);
// Update the item.
itemRetrieved.setISBN("622-2222222222");
itemRetrieved.setBookAuthors(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
"Author3")));
mapper.save(itemRetrieved);
System.out.println("Item updated:");
System.out.println(itemRetrieved);
// Retrieve the updated item.
DynamoDBMapperConfig config = DynamoDBMapperConfig.builder()
.withConsistentReads(DynamoDBMapperConfig.ConsistentReads.CONSISTENT)
.build();
CatalogItem updatedItem = mapper.load(CatalogItem.class, 601, config);
System.out.println("Retrieved the previously updated item:");
System.out.println(updatedItem);
// Delete the item.
mapper.delete(updated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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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to retrieve deleted item.
CatalogItem deletedItem = mapper.load(CatalogItem.class, updatedItem.getId(),
config);
if (deletedItem == null) {
System.out.println("Done - Sample item is deleted.");
}
}

}

예: 일괄 쓰기 작업
다음 Java 코드 예제에서는 Book, Forum, Thread 및 Reply 클래스를 선언한 후 DynamoDBMapper 클래
스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매핑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배치 쓰기 작업을 보여줍니다.
• 책 항목을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입력하는 batchSave
•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하는 batchDelete
• Forum 및 Thread 테이블에서 항목을 입력 및 삭제하는 batchWrite
이번 예제에 사용되는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
터 로드 (p. 266)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
*
*
*
*
*
*
*
*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the License is located at
http://aws.amazon.com/apache2.0/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atamodeling;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text.SimpleDateFormat;
java.util.ArrayList;
java.util.Arrays;
java.util.HashSet;
java.util.List;
java.util.Se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Attribu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Hash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Config;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Range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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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DynamoDBMapperBatchWrite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SimpleDateFormat dateFormatter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try {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testBatchSave(mapper);
testBatchDelete(mapper);
testBatchWrite(mapper);
System.out.println("Example complete!");

}

}
catch (Throwable t) {
System.err.println("Error running the DynamoDBMapperBatchWriteExample: " + t);
t.printStackTrace();
}

private static void testBatchSave(DynamoDBMapper mapper) {
Book book1 = new Book();
book1.id = 901;
book1.inPublication = true;
book1.ISBN = "902-11-11-1111";
book1.pageCount = 100;
book1.price = 10;
book1.productCategory = "Book";
book1.title = "My book created in batch write";
Book book2 = new Book();
book2.id = 902;
book2.inPublication = true;
book2.ISBN = "902-11-12-1111";
book2.pageCount = 200;
book2.price = 20;
book2.productCategory = "Book";
book2.title = "My second book created in batch write";
Book book3 = new Book();
book3.id = 903;
book3.inPublication = false;
book3.ISBN = "902-11-13-1111";
book3.pageCount = 300;
book3.price = 25;
book3.productCategory = "Book";
book3.title = "My third book created in batch write";

}

System.out.println("Adding three books to ProductCatalog table.");
mapper.batchSave(Arrays.asList(book1, book2, book3));

private static void testBatchDelete(DynamoDBMapper mapper) {

}

Book book1 = mapper.load(Book.class, 901);
Book book2 = mapper.load(Book.class, 902);
System.out.println("Deleting two books from the ProductCatalog table.");
mapper.batchDelete(Arrays.asList(book1, boo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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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void testBatchWrite(DynamoDBMapper mapper) {
// Create Forum item to save
Forum forumItem = new Forum();
forumItem.name = "Test BatchWrite Forum";
forumItem.threads = 0;
forumIte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 Create Thread item to save
Thread threadItem = new Thread();
threadItem.forumName = "AmazonDynamoDB";
threadItem.subject = "My sample question";
threadItem.message = "BatchWrite message";
List<String> tags = new ArrayList<String>();
tags.add("batch operations");
tags.add("write");
threadItem.tags = new HashSet<String>(tags);
// Load ProductCatalog item to delete
Book book3 = mapper.load(Book.class, 903);
List<Object> objectsToWrite = Arrays.asList(forumItem, threadItem);
List<Book> objectsToDelete = Arrays.asList(book3);
DynamoDBMapperConfig config = DynamoDBMapperConfig.builder()
.withSaveBehavior(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CLOBBER)
.build();
}

mapper.batchWrite(objectsToWrite, objectsToDelete, config);

@DynamoDBTable(tableName = "ProductCatalog")
public static class Book {
private int id;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ISBN;
private int price;
private int pageCount;
private String productCategory;
private boolean inPublication;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d")
public int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 id) {
this.id = i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itle")
public String getTitle() {
return title;
}
public void setTitle(String title) {
this.title = tit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ISBN")
public String getISBN() {
return ISBN;
}
public void setISBN(String IS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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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ISBN = ISBN;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rice")
public int getPrice() {
return price;
}
public void setPrice(int price) {
this.price = pric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ageCount")
public int getPageCount() {
return pageCount;
}
public void setPageCount(int pageCount) {
this.pageCount = pageCount;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roductCategory")
public String getProductCategory() {
return productCategory;
}
public void setProductCategory(String productCategory) {
this.productCategory = productCategor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InPublication")
public boolean getInPublication() {
return inPublication;
}
public void setInPublication(boolean inPublication) {
this.inPublication = inPublication;
}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Book [ISBN=" + ISBN + ", price=" + price + ", product category=" +
productCategory + ", id=" + id
+ ", title=" + title + "]";
}
}
@DynamoDBTable(tableName = "Reply")
public static class Reply {
private String id;
private String replyDateTime;
private String message;
private String postedBy;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d")
public String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String id) {
this.id = id;
}
// Sor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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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RangeKey(attributeName = "ReplyDateTime")
public String getReplyDateTime() {
return replyDateTime;
}
public void setReplyDateTime(String replyDateTime) {
this.replyDateTime = replyDateTim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Message")
public String getMessage() {
return message;
}
public void setMessage(String message) {
this.message = messag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ostedBy")
public String getPostedBy() {
return postedBy;
}

}

public void setPostedBy(String postedBy) {
this.postedBy = postedBy;
}

@DynamoDBTable(tableName = "Thread")
public static class Thread {
private String forumName;
private String subject;
private String message;
private String lastPostedDateTime;
private String lastPostedBy;
private Set<String> tags;
private int answered;
private int views;
private int replies;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ForumName")
public String getForumName() {
return forumName;
}
public void setForumName(String forumName) {
this.forumName = forumName;
}
// Sort key
@DynamoDBRangeKey(attributeName = "Subject")
public String getSubject() {
return subject;
}
public void setSubject(String subject) {
this.subject = subject;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Message")
public String getMessage() {
return message;
}
public void setMessage(String 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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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message = message;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LastPostedDateTime")
public String getLastPostedDateTime() {
return lastPostedDateTime;
}
public void setLastPostedDateTime(String lastPostedDateTime) {
this.lastPostedDateTime = lastPostedDateTim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LastPostedBy")
public String getLastPostedBy() {
return lastPostedBy;
}
public void setLastPostedBy(String lastPostedBy) {
this.lastPostedBy = lastPostedB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ags")
public Set<String> getTags() {
return tags;
}
public void setTags(Set<String> tags) {
this.tags = tags;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nswered")
public int getAnswered() {
return answered;
}
public void setAnswered(int answered) {
this.answered = answere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Views")
public int getViews() {
return views;
}
public void setViews(int views) {
this.views = views;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Replies")
public int getReplies() {
return replies;
}
public void setReplies(int replies) {
this.replies = replies;
}
}
@DynamoDBTable(tableName = "Forum")
public static class Forum {
private String name;
private String category;
private int threads;
// Partitio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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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Name")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name;
}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
this.name = nam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Category")
public String getCategory() {
return category;
}
public void setCategory(String category) {
this.category = categor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hreads")
public int getThreads() {
return threads;
}

}

}

public void setThreads(int threads) {
this.threads = threads;
}

예: 쿼리 및 스캔
이 단원의 Java 예제에서는 다음 클래스를 정의하여 Amazon DynamoDB의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샘플 테이
블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
을 참조하세요.
• Book 클래스가 ProductCatalog 테이블로 매핑됩니다.
• Forum, Thread 및 Reply 클래스가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로 매핑됩니다.
그러고 나서 DynamoDBMapper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다음 쿼리 및 스캔 작업을 실행합니다.
• Id로 책을 가져옵니다.
ProductCatalog 테이블에 기본 키로 Id가 있습니다. 정렬 키는 기본 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
라서 테이블에 대한 쿼리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Id 값을 사용하여 항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Reply 테이블에 대해 다음 쿼리를 실행합니다.
Reply 테이블의 기본 키는 Id 및 ReplyDateTime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ReplyDateTime은 정렬 키입
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5일간 게시된 포럼 스레드의 댓글을 찾습니다.
• 특정 기간 게시된 포럼 스레드의 댓글을 찾습니다.
•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특정 값 미만인 책을 찾습니다.
성능 문제 때문에 스캔 작업 대신 쿼리 작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이블 스캔이 필요할 때도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입력 오류가 있으며 책 중 하나의 가격이 0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 이 예제는
ProductCategory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0 미만인 책 항목(ProductCategory = 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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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Catalog 테이블을 병렬 스캔하여 특정 종류의 자전거를 찾습니다.

Note
아래 코드 예제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지침에 따라 이미 계정의 DynamoDB에 데이터를 로드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atamodeling;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text.SimpleDateFormat;
java.util.Date;
java.util.HashMap;
java.util.List;
java.util.Map;
java.util.Set;
java.util.TimeZone;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Attribu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Hash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QueryExpress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Range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ScanExpress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public class DynamoDBMapperQueryScan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try {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 Get a book - Id=101
GetBook(mapper, 101);
// Sample forum and thread to test queries.
String forumName = "Amazon DynamoDB";
String threadSubject = "DynamoDB Thread 1";
// Sample queries.
FindRepliesInLast15Days(mapper, 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mapper, forumName, thread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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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n a table and find book items priced less than specified
// value.
FindBooksPricedLessThanSpecifiedValue(mapper, "20");
// Scan a table with multiple threads and find bicycle items with a
// specified bicycle type
int numberOfThreads = 16;
FindBicyclesOfSpecificTypeWithMultipleThreads(mapper, numberOfThreads, "Road");
System.out.println("Example complete!");

}

}
catch (Throwable t) {
System.err.println("Error running the DynamoDBMapperQueryScanExample: " + t);
t.printStackTrace();
}

private static void GetBook(DynamoDBMapper mapper, int id) throws Exception {
System.out.println("GetBook: Get book Id='101' ");
System.out.println("Book table has no sort key. You can do GetItem, but not
Query.");
Book book = mapper.load(Book.class, id);
System.out.format("Id = %s Title = %s, ISBN = %s %n", book.getId(),
book.getTitle(), book.getISBN());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InLast15Days(DynamoDBMapper mapper, 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throws Exception {
System.out.println("FindRepliesInLast15Days: Replies within last 15 days.");
String partitionKey = forumName + "#" + threadSubject;
long twoWeeksAgoMilli = (new Date()).getTime() - (15L * 24L * 60L * 60L * 1000L);
Date twoWeeksAgo = new Date();
twoWeeksAgo.setTime(twoWeeksAgoMilli);
SimpleDateFormat dateFormatter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dateFormatter.setTimeZone(TimeZone.getTimeZone("UTC"));
String twoWeeksAgoStr = dateFormatter.format(twoWeeksAgo);
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val1", new AttributeValue().withS(partitionKey));
eav.put(":val2", new AttributeValue().withS(twoWeeksAgoStr.toString()));
DynamoDBQueryExpression<Reply> queryExpression = new
DynamoDBQueryExpression<Reply>()
.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al1 and ReplyDateTime
> :val2").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Reply> latestReplies = mapper.query(Reply.class, queryExpression);
for (Reply reply : latestReplies) {
System.out.format("Id=%s, Message=%s, PostedBy=%s %n, ReplyDateTime=%s %n",
reply.getId(),
reply.getMessage(), reply.getPostedBy(), reply.getReplyDateTime());
}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DynamoDBMapper mapper, 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throws Exception {
String partitionKey = forumName + "#" + threadSubject;
System.out.print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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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 Find replies for thread Message = 'DynamoDB
Thread 2' posted within a period.");
long startDateMilli = (new Date()).getTime() - (14L * 24L * 60L * 60L * 1000L); //
Two
//
weeks
//
ago.
long endDateMilli = (new Date()).getTime() - (7L * 24L * 60L * 60L * 1000L); // One
//
week
//
ago.
SimpleDateFormat dateFormatter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dateFormatter.setTimeZone(TimeZone.getTimeZone("UTC"));
String startDate = dateFormatter.format(startDateMilli);
String endDate = dateFormatter.format(endDateMilli);
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val1", new AttributeValue().withS(partitionKey));
eav.put(":val2", new AttributeValue().withS(startDate));
eav.put(":val3", new AttributeValue().withS(endDate));
DynamoDBQueryExpression<Reply> queryExpression = new
DynamoDBQueryExpression<Reply>()
.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al1 and ReplyDateTime between :val2
and :val3")
.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Reply> betweenReplies = mapper.query(Reply.class, queryExpression);
for (Reply reply : betweenReplies) {
System.out.format("Id=%s, Message=%s, PostedBy=%s %n, PostedDateTime=%s %n",
reply.getId(),
reply.getMessage(), reply.getPostedBy(), reply.getReplyDateTime());
}
}
private static void FindBooksPricedLessThanSpecifiedValue(DynamoDBMapper mapper, String
value) throws Exception {
System.out.println("FindBooksPricedLessThanSpecifiedValue: Scan ProductCatalog.");
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val1", new AttributeValue().withN(value));
eav.put(":val2", new AttributeValue().withS("Book"));
DynamoDBScanExpression scanExpression = new DynamoDBScanExpression()
.withFilterExpression("Price < :val1 and ProductCategory
= :val2").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Book> scanResult = mapper.scan(Book.class, scanExpression);

}

for (Book book : scanResult) {
System.out.println(book);
}

private static void FindBicyclesOfSpecificTypeWithMultipleThreads(DynamoDBMapper
mapper, int numberOfThreads,
String bicycleType) throws Exception {
System.out.println("FindBicyclesOfSpecificTypeWithMultipleThreads: Scan
ProductCatalog With Multiple Th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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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val1", new AttributeValue().withS("Bicycle"));
eav.put(":val2", new AttributeValue().withS(bicycleType));
DynamoDBScanExpression scanExpression = new DynamoDBScanExpression()
.withFilterExpression("ProductCategory = :val1 and BicycleType
= :val2").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Bicycle> scanResult = mapper.parallelScan(Bicycle.class, scanExpression,
numberOfThreads);
for (Bicycle bicycle : scanResult) {
System.out.println(bicycle);
}
}
@DynamoDBTable(tableName = "ProductCatalog")
public static class Book {
private int id;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ISBN;
private int price;
private int pageCount;
private String productCategory;
private boolean inPublication;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d")
public int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 id) {
this.id = i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itle")
public String getTitle() {
return title;
}
public void setTitle(String title) {
this.title = tit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ISBN")
public String getISBN() {
return ISBN;
}
public void setISBN(String ISBN) {
this.ISBN = ISBN;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rice")
public int getPrice() {
return price;
}
public void setPrice(int price) {
this.price = pric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ageCount")
public int getPageCount() {
return pageC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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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oid setPageCount(int pageCount) {
this.pageCount = pageCount;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roductCategory")
public String getProductCategory() {
return productCategory;
}
public void setProductCategory(String productCategory) {
this.productCategory = productCategor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InPublication")
public boolean getInPublication() {
return inPublication;
}
public void setInPublication(boolean inPublication) {
this.inPublication = inPublication;
}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Book [ISBN=" + ISBN + ", price=" + price + ", product category=" +
productCategory + ", id=" + id
+ ", title=" + title + "]";
}
}
@DynamoDBTable(tableName = "ProductCatalog")
public static class Bicycle {
private int id;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description;
private String bicycleType;
private String brand;
private int price;
private List<String> color;
private String productCategor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d")
public int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 id) {
this.id = i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itle")
public String getTitle() {
return title;
}
public void setTitle(String title) {
this.title = tit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Description")
public String getDescription() {
return description;
}
public void setDescription(String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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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description = description;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BicycleType")
public String getBicycleType() {
return bicycleType;
}
public void setBicycleType(String bicycleType) {
this.bicycleType = bicycleTyp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Brand")
public String getBrand() {
return brand;
}
public void setBrand(String brand) {
this.brand = bran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rice")
public int getPrice() {
return price;
}
public void setPrice(int price) {
this.price = pric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Color")
public List<String> getColor() {
return color;
}
public void setColor(List<String> color) {
this.color = color;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roductCategory")
public String getProductCategory() {
return productCategory;
}
public void setProductCategory(String productCategory) {
this.productCategory = productCategory;
}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Bicycle [Type=" + bicycleType + ", color=" + color + ", price=" + price
+ ", product category="
+ productCategory + ", id=" + id + ", title=" + title + "]";
}
}
@DynamoDBTable(tableName = "Reply")
public static class Reply {
private String id;
private String replyDateTime;
private String message;
private String postedBy;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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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ring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String id) {
this.id = id;
}
// Range key
@DynamoDBRangeKey(attributeName = "ReplyDateTime")
public String getReplyDateTime() {
return replyDateTime;
}
public void setReplyDateTime(String replyDateTime) {
this.replyDateTime = replyDateTim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Message")
public String getMessage() {
return message;
}
public void setMessage(String message) {
this.message = messag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PostedBy")
public String getPostedBy() {
return postedBy;
}

}

public void setPostedBy(String postedBy) {
this.postedBy = postedBy;
}

@DynamoDBTable(tableName = "Thread")
public static class Thread {
private String forumName;
private String subject;
private String message;
private String lastPostedDateTime;
private String lastPostedBy;
private Set<String> tags;
private int answered;
private int views;
private int replies;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ForumName")
public String getForumName() {
return forumName;
}
public void setForumName(String forumName) {
this.forumName = forumName;
}
// Range key
@DynamoDBRangeKey(attributeName = "Subject")
public String getSubject() {
return subject;
}
public void setSubject(String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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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subject = subject;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Message")
public String getMessage() {
return message;
}
public void setMessage(String message) {
this.message = messag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LastPostedDateTime")
public String getLastPostedDateTime() {
return lastPostedDateTime;
}
public void setLastPostedDateTime(String lastPostedDateTime) {
this.lastPostedDateTime = lastPostedDateTim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LastPostedBy")
public String getLastPostedBy() {
return lastPostedBy;
}
public void setLastPostedBy(String lastPostedBy) {
this.lastPostedBy = lastPostedB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ags")
public Set<String> getTags() {
return tags;
}
public void setTags(Set<String> tags) {
this.tags = tags;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nswered")
public int getAnswered() {
return answered;
}
public void setAnswered(int answered) {
this.answered = answere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Views")
public int getViews() {
return views;
}
public void setViews(int views) {
this.views = views;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Replies")
public int getReplies() {
return replies;
}
public void setReplies(int replies) {
this.replies = repl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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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Table(tableName = "Forum")
public static class Forum {
private String name;
private String category;
private int threads;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Name")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name;
}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
this.name = nam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Category")
public String getCategory() {
return category;
}
public void setCategory(String category) {
this.category = categor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hreads")
public int getThreads() {
return threads;
}

}

}

public void setThreads(int threads) {
this.threads = threads;
}

예: 트랜잭션 작업
다음 Java 코드 예제에서는 Forum 및 Thread 클래스를 선언한 후 DynamoDBMapper 클래스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트랜잭션 작업을 보여줍니다.
• 한 트랜잭션의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추가, 업데이트 및 삭제하는 transactionWrite
• 한 트랜잭션의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검색하는 transactionLoad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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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io.IOException;
java.util.Arrays;
java.util.HashSet;
java.util.Set;
java.util.List;
java.util.ArrayList;
java.util.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Attribu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Hash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Config;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Range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TransactionWrite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TransactionLoad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TransactionCanceledExcep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ransactionWriteExpress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ransactionLoadExpress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ingExcep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sourceNotFoundExcep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InternalServerErrorException;

public class DynamoDBMapperTransaction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Mapper mapper;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ry {

throws Exception {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testPutAndUpdateInTransactionWrite();
testPutWithConditionalUpdateInTransactionWrite();
testPutWithConditionCheckInTransactionWrite();
testMixedOperationsInTransactionWrite();
testTransactionLoadWithSave();
testTransactionLoadWithTransactionWrite();
System.out.println("Example complete");

+ t);
}

}
catch (Throwable t) {
System.err.println("Error running the DynamoDBMapperTransactionWriteExample: "
}

t.printStackTrace();

private static void testTransactionLoadWithSave() {
// Create new Forum item for DynamoDB using save
Forum dynamodbForum = new Forum();
dynamodb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dynamodbForum.threads = 0;
mapper.save(dynamodbForum);
// Add a thread to DynamoDB Forum
Thread dynamodbForumThread = new Thread();
dynamodbForumThread.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Thread.subject = "Sample Subject 1";
dynamodbForumThread.message = "Sample Ques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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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er.save(dynamodbForumThread);
// Update DynamoDB Forum to reflect updated thread count
dynamodbForum.threads = 1;
mapper.save(dynamodbForum);

manner

// Read DynamoDB Forum item and Thread item at the same time in a serializable
TransactionLoadRequest transactionLoadRequest = new TransactionLoadRequest();
// Read entire item for DynamoDB Forum
transactionLoadRequest.addLoad(dynamodbForum);

// Only read subject and message attributes from Thread item
DynamoDBTransactionLoadExpression loadExpressionForThread = new
DynamoDBTransactionLoadExpression()
.withProjectionExpression("Subject, Message");
transactionLoadRequest.addLoad(dynamodbForumThread, loadExpressionForThread);

}

// Loaded objects are guaranteed to be in same order as the order in which they are
// added to TransactionLoadRequest
List<Object> loadedObjects = executeTransactionLoad(transactionLoadRequest);
Forum loadedDynamoDBForum = (Forum) loadedObjects.get(0);
System.out.println("Forum: " + loadedDynamoDBForum.name);
System.out.println("Threads: " + loadedDynamoDBForum.threads);
Thread loadedDynamodbForumThread = (Thread) loadedObjects.get(1);
System.out.println("Subject: " + loadedDynamodbForumThread.subject);
System.out.println("Message: " + loadedDynamodbForumThread.message);

private static void testTransactionLoadWithTransactionWrite() {
// Create new Forum item for DynamoDB using save
Forum dynamodbForum = new Forum();
dynamodbForum.name = "DynamoDB New Forum";
dynamodb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dynamodbForum.threads = 0;
mapper.save(dynamodbForum);
// Update Forum item for DynamoDB and add a thread to DynamoDB Forum, in
// an ACID manner using transactionWrite
dynamodbForum.threads = 1;
Thread dynamodbForumThread = new Thread();
dynamodbForumThread.forumName = "DynamoDB New Forum";
dynamodbForumThread.subject = "Sample Subject 2";
dynamodbForumThread.message = "Sample Question 2";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 = new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addPut(dynamodbForumThread);
transactionWriteRequest.addUpdate(dynamodbForum);
executeTransactionWrite(transactionWriteRequest);

manner

// Read DynamoDB Forum item and Thread item at the same time in a serializable
TransactionLoadRequest transactionLoadRequest = new TransactionLoadRequest();
// Read entire item for DynamoDB Forum
transactionLoadRequest.addLoad(dynamodbForum);

// Only read subject and message attributes from Thread item
DynamoDBTransactionLoadExpression loadExpressionForThread = new
DynamoDBTransactionLoadExpression()
.withProjectionExpression("Subject,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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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LoadRequest.addLoad(dynamodbForumThread, loadExpressionForThread);

}

// Loaded objects are guaranteed to be in same order as the order in which they are
// added to TransactionLoadRequest
List<Object> loadedObjects = executeTransactionLoad(transactionLoadRequest);
Forum loadedDynamoDBForum = (Forum) loadedObjects.get(0);
System.out.println("Forum: " + loadedDynamoDBForum.name);
System.out.println("Threads: " + loadedDynamoDBForum.threads);
Thread loadedDynamodbForumThread = (Thread) loadedObjects.get(1);
System.out.println("Subject: " + loadedDynamodbForumThread.subject);
System.out.println("Message: " + loadedDynamodbForumThread.message);

private static void testPutAndUpdateInTransactionWrite() {
// Create new Forum item for S3 using save
Forum s3Forum = new Forum();
s3Forum.name = "S3 Forum";
s3Forum.category = "Core Amazon Web Services";
s3Forum.threads = 0;
mapper.save(s3Forum);
// Update Forum item for S3 and Create new Forum item for DynamoDB using
transactionWrite
s3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Forum dynamodbForum = new Forum();
dynamodb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dynamodbForum.threads = 0;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 = new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addUpdate(s3Forum);
transactionWriteRequest.addPut(dynamodbForum);
executeTransactionWrite(transactionWriteRequest);
}
private static void testPutWithConditionalUpdateInTransactionWrite() {
// Create new Thread item for DynamoDB forum and update thread count in DynamoDB
forum
// if the DynamoDB Forum exists
Thread dynamodbForumThread = new Thread();
dynamodbForumThread.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Thread.subject = "Sample Subject 1";
dynamodbForumThread.message = "Sample Question 1";
Forum dynamodbForum = new Forum();
dynamodb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dynamodbForum.threads = 1;
DynamoDBTransactionWriteExpression transactionWriteExpression = new
DynamoDBTransactionWriteExpression()
.withConditionExpression("attribute_exists(Category)");

}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 = new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addPut(dynamodbForumThread);
transactionWriteRequest.addUpdate(dynamodbForum, transactionWriteExpression);
executeTransactionWrite(transactionWriteRequest);

private static void testPutWithConditionCheckInTransactionWrite() {
// Create new Thread item for DynamoDB forum and update thread count in DynamoDB
forum if a thread already exists
Thread dynamodbForumThread2 = new Thread();
dynamodbForumThread2.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Thread2.subject = "Sample Subject 2";
dynamodbForumThread2.message = "Sample Ques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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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d dynamodbForumThread1 = new Thread();
dynamodbForumThread1.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Thread1.subject = "Sample Subject 1";
DynamoDBTransactionWriteExpression conditionExpressionForConditionCheck = new
DynamoDBTransactionWriteExpression()
.withConditionExpression("attribute_exists(Subject)");
Forum dynamodbForum = new Forum();
dynamodb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dynamodbForum.threads = 2;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 = new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addPut(dynamodbForumThread2);
transactionWriteRequest.addConditionCheck(dynamodbForumThread1,
conditionExpressionForConditionCheck);
transactionWriteRequest.addUpdate(dynamodbForum);
executeTransactionWrite(transactionWriteRequest);
}
private static void testMixedOperationsInTransactionWrite() {
// Create new Thread item for S3 forum and delete "Sample Subject 1" Thread from
DynamoDB forum if
// "Sample Subject 2" Thread exists in DynamoDB forum
Thread s3ForumThread = new Thread();
s3ForumThread.forumName = "S3 Forum";
s3ForumThread.subject = "Sample Subject 1";
s3ForumThread.message = "Sample Question 1";
Forum s3Forum = new Forum();
s3Forum.name = "S3 Forum";
s3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s3Forum.threads = 1;
Thread dynamodbForumThread1 = new Thread();
dynamodbForumThread1.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Thread1.subject = "Sample Subject 1";
Thread dynamodbForumThread2 = new Thread();
dynamodbForumThread2.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Thread2.subject = "Sample Subject 2";
DynamoDBTransactionWriteExpression conditionExpressionForConditionCheck = new
DynamoDBTransactionWriteExpression()
.withConditionExpression("attribute_exists(Subject)");
Forum dynamodbForum = new Forum();
dynamodbForum.name = "DynamoDB Forum";
dynamodbForum.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dynamodbForum.threads = 1;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 = new 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addPut(s3ForumThread);
transactionWriteRequest.addUpdate(s3Forum);
transactionWriteRequest.addDelete(dynamodbForumThread1);
transactionWriteRequest.addConditionCheck(dynamodbForumThread2,
conditionExpressionForConditionCheck);
transactionWriteRequest.addUpdate(dynamodbForum);
executeTransactionWrite(transactionWriteRequest);
}
private static List<Object> executeTransactionLoad(TransactionLoadRequest
transactionLoad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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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Object> loadedObjects = new ArrayList<Object>();
try {
loadedObjects = mapper.transactionLoad(transactionLoadRequest);
} catch (DynamoDBMappingException ddbme) {
System.err.println("Client side error in Mapper, fix before retrying. Error: "
+ ddbme.getMessage());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rnfe) {
System.err.println("One of the tables was not found, verify table exists before
retrying. Error: " + rnfe.getMessage());
} catch (InternalServerErrorException ise) {
System.err.println("Internal Server Error, generally safe to retry with backoff. Error: " + ise.getMessage());
} catch (TransactionCanceledException tce) {
System.err.println("Transaction Canceled, implies a client issue, fix before
retrying. Error: " + tce.getMessage());
} catch (Exception ex) {
System.err.println("An exception occurred, investigate and configure retry
strategy. Error: " + ex.getMessage());
}
return loadedObjects;
}
private static void executeTransactionWrite(TransactionWriteRequest
transactionWriteRequest) {
try {
mapper.transactionWrite(transactionWriteRequest);
} catch (DynamoDBMappingException ddbme) {
System.err.println("Client side error in Mapper, fix before retrying. Error: "
+ ddbme.getMessage());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rnfe) {
System.err.println("One of the tables was not found, verify table exists before
retrying. Error: " + rnfe.getMessage());
} catch (InternalServerErrorException ise) {
System.err.println("Internal Server Error, generally safe to retry with backoff. Error: " + ise.getMessage());
} catch (TransactionCanceledException tce) {
System.err.println("Transaction Canceled, implies a client issue, fix before
retrying. Error: " + tce.getMessage());
} catch (Exception ex) {
System.err.println("An exception occurred, investigate and configure retry
strategy. Error: " + ex.getMessage());
}
}
@DynamoDBTable(tableName = "Thread")
public static class Thread {
private String forumName;
private String subject;
private String message;
private String lastPostedDateTime;
private String lastPostedBy;
private Set<String> tags;
private int answered;
private int views;
private int replies;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ForumName")
public String getForumName() {
return forumName;
}
public void setForumName(String forumName) {
this.forumName = forumName;
}
// Sort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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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RangeKey(attributeName = "Subject")
public String getSubject() {
return subject;
}
public void setSubject(String subject) {
this.subject = subject;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Message")
public String getMessage() {
return message;
}
public void setMessage(String message) {
this.message = messag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LastPostedDateTime")
public String getLastPostedDateTime() {
return lastPostedDateTime;
}
public void setLastPostedDateTime(String lastPostedDateTime) {
this.lastPostedDateTime = lastPostedDateTim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LastPostedBy")
public String getLastPostedBy() {
return lastPostedBy;
}
public void setLastPostedBy(String lastPostedBy) {
this.lastPostedBy = lastPostedB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ags")
public Set<String> getTags() {
return tags;
}
public void setTags(Set<String> tags) {
this.tags = tags;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nswered")
public int getAnswered() {
return answered;
}
public void setAnswered(int answered) {
this.answered = answere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Views")
public int getViews() {
return views;
}
public void setViews(int views) {
this.views = views;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Replies")
public int getReplies() {
return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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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void setReplies(int replies) {
this.replies = replies;
}
}
@DynamoDBTable(tableName = "Forum")
public static class Forum {
private String name;
private String category;
private int threads;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Name")
public String getName() {
return name;
}
public void setName(String name) {
this.name = nam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Category")
public String getCategory() {
return category;
}
public void setCategory(String category) {
this.category = categor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hreads")
public int getThreads() {
return threads;
}

}

}

public void setThreads(int threads) {
this.threads = threads;
}

버전 번호를 이용한 낙관적 잠금
낙관적 잠금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려는 클라이언트 측 항목이 Amazon DynamoDB의 항목과 동일하도록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하면 다른 사용자의 쓰기 작업이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쓰기 작업을 덮어
쓰지 못하도록 보호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관적 잠금 전략에서는 각 항목마다 버전 번호 역할을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항목을 테이블에서 가져오면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항목의 버전 번호를 기록합니다. 이 항목을 업데이트할 수는 있지만 서버 쪽 버전 번호
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버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항목을 수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항목을 수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항목 버전이 있으므로 업데이트 시도가 실패합니다.
이러한 경우 항목을 검색한 후 해당 항목 업데이트를 시도하여 다시 시도합니다. 낙관적 잠금을 통해 다른 사
람이 수행한 변경 사항을 잘못 덮어쓰지 않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사용자의 변경 사항을 잘못 덮어쓰지
않도록 합니다.
낙관적 잠금을 지원하려면 AWS SDK for Java에서 @DynamoDBVersionAttribute 주석을 입력해야 합니
다. 테이블 매핑 클래스에서 버전 번호를 저장할 속성을 하나 지정하여 이 주석을 사용해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객체를 저장할 때 DynamoDB 테이블의 해당 항목이 버전 번호를 저장하는 속성을 갖게 됩니다. 처음
객체를 저장할 때 DynamoDBMapper가 버전 번호를 할당하고, 이후 항목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버전 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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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자동으로 오릅니다. 업데이트 또는 삭제 요청은 클라이언트 측 객체 버전이 DynamoDB 테이블의
해당 항목 버전 번호와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이 발생합니다.
• @DynamoDBVersionAttribute를 이용한 낙관적 잠금을 사용하며, 서버의 버전 값이 클라이언트 측의
값과 다를 경우
• DynamoDBSaveExpression과 함께 DynamoDBMapper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안 고유의 조
건부 제약 조건을 지정하며 이러한 제약 조건이 실패한 경우

Note
• DynamoDB 전역 테이블은 동시 업데이트 간에 “last writer wins” 조정을 사용합니다. 전역 테이블
을 사용할 경우 last writer 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잠금 전략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DynamoDBMapper트랜잭션 쓰기 작업은 동일한 API 호출 안에서
@DynamoDBVersionAttribute 주석 및 조건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트랜잭션 쓰기
내 객체에 @DynamoDBVersionAttribute 주석이 추가되고 조건식도 있는 경우에는
SdkClient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드에서는 몇 가지 속성이 있는 CatalogItem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Version 속성
이 @DynamoDBVersionAttribute 주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mple
@DynamoDBTable(tableName="ProductCatalog")
public class CatalogItem {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Integer id;
String title;
String ISBN;
Set<String> bookAuthors;
String someProp;
Long version;

@DynamoDBHashKey(attributeName="Id")
public Integer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eger Id) { this.id = I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Title")
public String getTitle() { return title; }
public void setTitle(String title) { this.title = tit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ISBN")
public String getISBN() { return ISBN; }
public void setISBN(String ISBN) { this.ISBN = ISBN;}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uthors")
public Set<String> getBookAuthors() { return bookAuthors; }
public void setBookAuthors(Set<String> bookAuthors) { this.bookAuthors = bookAuthors; }
@DynamoDBIgnore
public String getSomeProp() { return someProp;}
public void setSomeProp(String someProp) {this.someProp = someProp;}

}

@DynamoDBVersionAttribute
public Long getVersion() { return version; }
public void setVersion(Long version) { this.version =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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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VersionAttribute 주석을 Long이나 Integer 같이 null이 허용된 형식을 제공하는 기본 래
퍼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null 형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낙관적 잠금 전략은 이러한 DynamoDBMapper 메서드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 save - 새 항목의 경우 DynamoDBMapper는 초기 버전 번호로 1을 할당합니다. 항목을 검색하고, 해당 속
성 중 하나 이상을 업데이트하고, 변경 사항 저장을 시도하면 클라이언트 측 버전 번호와 서버 측 버전 번
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저장 작업이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 DynamoDBMapper가 버전 번호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올립니다.
• delete - delete 메서드가 객체를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DynamoDBMapper가 항목을 삭제하기 전에 버
전을 검사합니다. 요청 시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CLOBBER를 지정하면 버전 검사
는 비활성화됩니다.
DynamoDBMapper에서 낙관적 잠금을 내부 구현할 경우에는 DynamoDB가 제공하는 조건부 업데이트와
조건부 삭제 지원을 사용합니다.
• transactionWrite —
• Put - 새 항목의 경우 DynamoDBMapper는 초기 버전 번호로 1을 할당합니다. 이후 항목을 가져와 속성
을 하나 이상 업데이트한 후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고 해도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쪽의 버전 번호가 일치
해야만 넣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DynamoDBMapper가 버전 번호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올립
니다.
• Update - 새 항목의 경우 DynamoDBMapper는 초기 버전 번호로 1을 할당합니다. 이후 항목을 가져와
속성을 하나 이상 업데이트한 후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고 해도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쪽의 버전 번호가
일치해야만 업데이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DynamoDBMapper가 버전 번호를 자동으로 일정하
게 올립니다.
• Delete - DynamoDBMapper는 항목을 삭제하기 전에 버전을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 측과 서버 측 버
전 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삭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 ConditionCheck - @DynamoDBVersionAttribute 주석은 ConditionCheck 작업에 지원
되지 않습니다. ConditionCheck 항목에 @DynamoDBVersionAttribute 주석이 추가될 때
SdkClientException이 발생합니다.

낙관적 잠금 비활성화
낙관적 잠금은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 열거 값을 UPDATE에서 CLOBBER로 변경하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버전 검사를 제외한 DynamoDBMapperConfig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모든 요청에 사용하면 됩니다.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와 그 밖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DynamoDBMapper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Mapper의 구성 설정(선택 사항) (p. 183)
단원을 참조하세요.
또한 잠금 기능을 특정 작업에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DynamoDBMapper를 사용하여 카
탈로그 항목을 저장하는 Java 코드 조각입니다. 이 조각을 보면 옵션인 DynamoDBMapperConfig 파라미터
를 save 메서드에 추가하여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Note
transactionWrite 메서드는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 구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transactionWrite의 낙관적 잠금 비활성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mple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 Load a catalog item.
CatalogItem item = mapper.load(CatalogItem.class, 101);
item.setTitle("This is a new title for the item");
...
// Save the item.
mapper.sav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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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ynamoDBMapperConfig(
DynamoDBMapperConfig.SaveBehavior.CLOBBER));

임의 데이터 매핑
지원되는 Java 형식(Java용 DynamoDB 매퍼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p. 170) 참조) 외에도 애플
리케이션에서 직접적으로 Amazon DynamoDB 형식에 매핑되지 않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형식을 매핑하려면 복합 형식을 DynamoDB 지원 형식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변환을 구현하고
@DynamoDBTypeConverted 주석을 사용하여 복합 형식의 접근자 메서드에 주석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후
객체를 저장하거나 로드하면 변환기 코드가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그 밖에 복합 형식을 사용하는 모든 작업
에서도 유용합니다. 단, 쿼리나 스캔 작업 중 데이터를 비교하면 DynamoDB에 저장된 데이터를 비교하게 됩
니다.
아래에서 Dimension 속성, 즉 DimensionType을 정의하고 있는 CatalogItem 클래스를 예로 들어보겠
습니다. 이 속성에는 높이, 너비, 두께 등의 항목 차원이 저장됩니다. DynamoDB에서 이 항목 크기를 문자열
(8.5x11x.05)로 저장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예제를 보면 DimensionType 객체를 문자열로, 혹은 문자열을
DimensionType으로 변환하는 변환기 코드가 나와있습니다.

Note
아래 코드 예제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지침에 따라 이미 계정의 DynamoDB에 데이터를 로드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atamodeling;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io.IOException;
java.util.Arrays;
java.util.HashSet;
java.util.Se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regions.Regions;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Attribu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HashKe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ypeConverted;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ypeConvert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able;

public class DynamoDBMapper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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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the AWS region you want to access.
Regions usWest2 = Regions.US_WEST_2;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usWest2).build();
DimensionType dimType = new DimensionType();
dimType.setHeight("8.00");
dimType.setLength("11.0");
dimType.setThickness("1.0");
Book book = new Book();
book.setId(502);
book.setTitle("Book 502");
book.setISBN("555-5555555555");
book.setBookAuthors(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 "Author2")));
book.setDimensions(dimType);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client);
mapper.save(book);
Book bookRetrieved = mapper.load(Book.class, 502);
System.out.println("Book info: " + "\n" + bookRetrieved);
bookRetrieved.getDimensions().setHeight("9.0");
bookRetrieved.getDimensions().setLength("12.0");
bookRetrieved.getDimensions().setThickness("2.0");
mapper.save(bookRetrieved);

}

bookRetrieved = mapper.load(Book.class, 502);
System.out.println("Updated book info: " + "\n" + bookRetrieved);

@DynamoDBTable(tableName = "ProductCatalog")
public static class Book {
private int id;
private String title;
private String ISBN;
private Set<String> bookAuthors;
private DimensionType dimensionType;
// Partition key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d")
public int getId() {
return id;
}
public void setId(int id) {
this.id = id;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Title")
public String getTitle() {
return title;
}
public void setTitle(String title) {
this.title = tit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ISBN")
public String getISBN() {
return ISBN;
}
public void setISBN(String ISBN) {
this.ISBN =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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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uthors")
public Set<String> getBookAuthors() {
return bookAuthors;
}
public void setBookAuthors(Set<String> bookAuthors) {
this.bookAuthors = bookAuthors;
}
@DynamoDBTypeConverted(converter = DimensionTypeConverter.class)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Dimensions")
public DimensionType getDimensions() {
return dimensionTyp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Dimensions")
public void setDimensions(DimensionType dimensionType) {
this.dimensionType = dimensionType;
}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Book [ISBN=" + ISBN + ", bookAuthors=" + bookAuthors + ",
dimensionType= "
+ dimensionType.getHeight() + " X " + dimensionType.getLength() + " X " +
dimensionType.getThickness()
+ ", Id=" + id + ", Title=" + title + "]";
}
}
static public class DimensionType {
private String length;
private String height;
private String thickness;
public String getLength() {
return length;
}
public void setLength(String length) {
this.length = length;
}
public String getHeight() {
return height;
}
public void setHeight(String height) {
this.height = height;
}
public String getThickness() {
return thickness;
}

}

public void setThickness(String thickness) {
this.thickness = thickness;
}

// Converts the complex type DimensionType to a string and vice-versa.
static public class DimensionTypeConverter implements DynamoDBTypeConverter<String,
Dimension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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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ride
public String convert(DimensionType object) {
DimensionType itemDimensions = (DimensionType) object;
String dimension = null;
try {
if (itemDimensions != null) {
dimension = String.format("%s x %s x %s", itemDimensions.getLength(),
itemDimensions.getHeight(),
itemDimensions.getThickness());
}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return dimension;
}
@Override
public DimensionType unconvert(String s) {
DimensionType itemDimension = new DimensionType();
try {
if (s != null && s.length() != 0) {
String[] data = s.split("x");
itemDimension.setLength(data[0].trim());
itemDimension.setHeight(data[1].trim());
itemDimension.setThickness(data[2].trim());
}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

}

return itemDimension;

.NET: 문서 모델
주제
• 이 문서 모델에서 지원되지 않는 작업 (p. 216)
•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p. 216)
•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의 항목 작업 (p. 217)
• 항목 가져오기 - Table.GetItem (p. 220)
• 항목 삭제 - Table.DeleteItem (p. 221)
• 항목 업데이트 - Table.UpdateItem (p. 222)
• 일괄 쓰기 - 여러 항목 추가 및 삭제 (p. 223)
• 예: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는 CRUD 작업 (p. 225)
• 예: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 API를 사용하는 일괄 작업 (p. 228)
•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의 테이블 쿼리 (p. 230)
AWS SDK for .NET은 일부 하위 수준 Amazon DynamoDB 작업을 래핑하여 코딩을 더 간단하게 만드는 문
서 모델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 모델에서 기본 클래스는 Table 및 Document입니다. Table 클래스
는 PutItem, GetItem 및 DeleteItem과 같은 데이터 작업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Query 및 Scan 메
서드를 제공합니다. Document 클래스는 테이블의 단일 항목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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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서 모델 클래스는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네임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모델에서 지원되지 않는 작업
이 문서 모델 클래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 모델은 대
부분의 일반적인 데이터 작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문서 모델은 기본 .NET 데이터 형식 및 컬렉션 데이터 형식 세트를 지원합니다. 모델이 지원하는 기본 데이
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bool
• byte
• char
• DateTime
• decimal
• double
• float
• Guid
• Int16
• Int32
• Int64
• SByte
• string
• UInt16
• UInt32
• UInt64
다음 표에서는 앞서 나온 .NET 형식을 DynamoDB 형식으로 매핑하는 것을 요약하여 보여 줍니다.
.NET 기본 유형

DynamoDB 형식

모두 숫자 형식

N(숫자 형식)

모든 문자열 형식

S(문자열 형식)

MemoryStream, byte[]

B(이진수 형식)

bool

N(숫자 형식). 0은 false를 나타내고 1은 true를 나타
냅니다.

DateTime

S(문자열 형식) DateTime 값은 ISO-8601 형식의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Guid

S(문자열 형식)

컬렉션 유형(List, HashSet 및 array)

BS(이진수 세트) 형식, SS(문자열 세트) 형식, 그리
고 NS(숫자 세트) 형식

AWS SDK for .NET은 DynamoDB의 부울, null, 목록 및 맵 형식을 .NET 문서 모델 API에 매핑하기 위한 형식
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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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 형식에 DynamoDBBool을 사용합니다.
• null 형식에 DynamoDBNull을 사용합니다.
• 목록 형식에 DynamoDBList를 사용합니다.
• 맵 형식에 Document를 사용합니다.

Note
• 빈 이진수 값이 지원됩니다.
• 빈 문자열 값 읽기가 지원됩니다. DynamoDB에 쓰는 동안 문자열 집합 형식의 속성 값에서 빈 문
자열 속성 값이 지원됩니다. 문자열 형식의 빈 문자열 속성 값과 목록 또는 맵 형식에 포함된 빈
문자열 값은 쓰기 요청에서 삭제됩니다.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의 항목 작
업
주제
• 항목 추가 - Table.PutItem 메서드 (p. 218)
• 옵션 파라미터 지정 (p. 219)

이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 작업을 수행하려면 먼저 Table.LoadTable 메서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 메서드는 특정 테이블을 나타내는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다음 C# 예제에서는 Amazon
DynamoDB의 ProductCatalog 테이블을 나타내는 Table 객체를 생성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Note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때 LoadTable 메서드를 한 번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는
DynamoDB로 왕복하는 DescribeTable 호출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Table 객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데이터 작업에
는 두 가지 유형의 오버로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 필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작업별 선
택적 구성 정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항목을 검색하려면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을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GetItem 오버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mple
// Get the item from a table that has a primary key that is composed of only a partition
key.
Table.GetItem(Primitive partitionKey);
// Get the item from a table whose primary key is composed of both a partition key and sort
key.
Table.GetItem(Primitive partitionKey, Primitive sortKey);

또한 이러한 메서드에 선택적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GetItem은 해당 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항목을 반환합니다. 가져올 속성 목록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별 구성 객체 파
라미터를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GetItem 오버로드를 사용합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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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object that specifies optional parameters.
Get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GetItemOperationConfig()
{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Id", "Title" },
};
// Pass in the configuration to the GetItem method.
// 1. Table that has only a partition key as primary key.
Table.GetItem(Primitive partitionKey, GetItemOperationConfig config);
// 2. Table that has both a partition key and a sort key.
Table.GetItem(Primitive partitionKey, Primitive sortKey, GetItemOperationConfig config);

구성 객체를 사용하여 여러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예: 특정 속성 목록 요청)하거나 페이지 크기(페이지
당 항목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작업 메서드에는 고유의 구성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
어, GetItemOperationConfig 클래스를 사용하여 GetItem 작업에 대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utItemOperationConfig 클래스를 사용하여 PutItem 작업에 대한 선택적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Table 클래스에서 지원되는 각 데이터 작업을 다룹니다.

항목 추가 - Table.PutItem 메서드
PutItem 메서드는 테이블에 입력 Document 인스턴스를 업로드합니다. 입력 Document에 지정된 기본 키
가 있는 항목이 테이블에 있는 경우 PutItem 작업은 전체 기존 항목을 바꿉니다. 새 항목은 PutItem 메서
드에 제공한 Document 객체와 동일합니다. 원본 항목에 추가 속성이 있어도 새 항목에는 추가 속성이 더 이
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새 항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1. 항목을 추가할 테이블 이름을 제공하는 Table.Load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2. 속성 이름 및 해당 값 목록이 있는 Document 객체를 만듭니다.
3. Document 인스턴스를 파라미터로 제공하여 Table.PutItem을 실행합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작업을 실행하는 C# 코드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항목을 ProductCatalog 테이
블에 업로드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var book = new Document();
book["Id"] = 101;
book["Title"] = "Book 101 Title";
book["ISBN"] = "11-11-11-11";
book["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Author 2" };
book["InStock"] = new DynamoDBBool(true);
book["QuantityOnHand"] = new DynamoDBNull();
table.PutItem(book);

앞의 예제에서는 Document 인스턴스가 Number, String, String Set, Boolean 및 Null 속성을 포함하
는 항목을 생성합니다. Null은 이 제품에 대한 QuantityOnHand가 알려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
다. Boolean 및 Null의 경우 생성자 메서드 DynamoDBBool 및 DynamoDBNull을 사용합니다.
DynamoDB에서 List 및 Map 데이터 형식은 다른 데이터 형식으로 구성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은 이러한 데이터 형식을 문서 모델 API에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 목록 - DynamoDBList 생성자를 사용합니다.
• 맵 - Document 생성자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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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 List 속성을 추가하도록 앞의 예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 코드 예제와 같이
DynamoDBList 생성자를 사용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var book = new Document();
book["Id"] = 101;
/*other attributes omitted for brevity...*/
var relatedItems = new DynamoDBList();
relatedItems.Add(341);
relatedItems.Add(472);
relatedItems.Add(649);
book.Add("RelatedItems", relatedItems);
table.PutItem(book);

책에 Map 속성을 추가하려면 또 다른 Document를 정의합니다. 다음은 각 정보의 입력 방법을 설명한 코드
예제입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var book = new Document();
book["Id"] = 101;
/*other attributes omitted for brevity...*/
var pictures = new Document();
pictures.Add("FrontView", "http://example.com/products/101_front.jpg" );
pictures.Add("RearView", "http://example.com/products/101_rear.jpg" );
book.Add("Pictures", pictures);
table.PutItem(book);

이러한 예는 표현식 사용 시 항목 속성 지정 (p. 351)에 나온 항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 모델을 사용
하면 사례 연구에 나온 ProductReviews 속성과 같은 복잡한 중첩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옵션 파라미터 지정
PutItemOperationConfig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PutItem 작업에 대한 선택적 파라미터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파라미터의 전체 목록은 PutItem을 참조하세요.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에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 예제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nditionalExpression 파라미터는 이를 조건부 PUT 요청으로 만듭니다. 이 예제에서는 ISBN 속성
에 특정 값이 있어야 하며 이 특정 값이 사용자가 바꾸는 항목에 존재해야 한다고 지정하는 표현식을 생성
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var book = new Document();
book["Id"] = 555;
book["Title"] = "Book 555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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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Price"] = "25.00";
book["ISBN"] = "55-55-55-55";
book["Name"] = "Item 1 updated";
book["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x", "Author y" };
book["InStock"] = new DynamoDBBool(true);
book["QuantityOnHand"] = new DynamoDBNull();
// Create a condition expression for the optional conditional put operation.
Expression expr = new Expression();
expr.ExpressionStatement = "ISBN = :val";
expr.ExpressionAttributeValues[":val"] = "55-55-55-55";
Put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PutItemOperationConfig()
{
// Optional parameter.
ConditionalExpression = expr
};
table.PutItem(book, config);

항목 가져오기 - Table.GetItem
GetItem 작업은 항목을 Document 인스턴스로 가져옵니다. 검색할 항목의 기본 키를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Document document = table.GetItem(101); // Primary key 101.

GetItem 작업은 항목의 모든 속성을 반환하고 기본적으로 최종적 일관된 읽기(읽기 정합성 (p. 15) 참조)를
수행합니다.

옵션 파라미터 지정
GetItemOperationConfig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GetItem 작업에 대한 옵션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선택적 파라미터의 전체 목록은 GetItem을 참조하세요.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ProductCatalog 테
이블에서 항목을 검색합니다. 이 조각은 GetItemOperationConfig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적 파라
미터를 제공합니다.
• AttributesToGet 파라미터는 지정된 속성만 가져옵니다.
• ConsistentRead 파라미터는 지정된 모든 속성에 대한 최신 값을 요청합니다. 데이터 일관성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성 (p. 15)를 참조하세요.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Get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GetItemOperationConfig()
{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Id", "Title", "Authors", "InStock",
"QuantityOnHand" },
ConsistentRead = true
};
Document doc = table.GetItem(101, config);

다음 예제와 같이 문서 모델 API를 사용하여 항목을 검색하는 경우 반환된 Document 객체 내 개별 요소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22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NET: 문서 모델

Example
int id = doc["Id"].AsInt();
string title = doc["Title"].AsString();
List<string> authors = doc["Authors"].AsListOfString();
bool inStock = doc["InStock"].AsBoolean();
DynamoDBNull quantityOnHand = doc["QuantityOnHand"].AsDynamoDBNull();

다음은 List 또는 Map 유형의 속성을 문서 모델 API에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 List - AsDynamoDBList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 Map - AsDocument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ocument 객체에서 List(RelatedItems) 및 Map(Pictures)을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줍
니다.

Example
DynamoDBList relatedItems = doc["RelatedItems"].AsDynamoDBList();
Document pictures = doc["Pictures"].AsDocument();

항목 삭제 - Table.DeleteItem
DeleteItem 작업은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항목의 기본 키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는 항목을 이미 읽었고 해당하는 Document 객체가 있는 경우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이를 파라미터로
DeleteItem 메서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 Retrieve a book (a Document instance)
Document document = table.GetItem(111);
// 1) Delete using the Document instance.
table.DeleteItem(document);
// 2) Delete using the primary key.
int partitionKey = 222;
table.DeleteItem(partitionKey)

옵션 파라미터 지정
DeleteItemOperationConfig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Delete 작업에 대한 옵션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선택적 파라미터의 전체 목록은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 ConditionalExpression 파라미터는 삭제 중인 책 항목에 ISBN 속성에 대한 특정 값이 있음을 보장합
니다.
• ReturnValues 파라미터는 Delete 메서드가 삭제한 항목을 반환하도록 요청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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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partitionKey = 111;
Expression expr = new Expression();
expr.ExpressionStatement = "ISBN = :val";
expr.ExpressionAttributeValues[":val"] = "11-11-11-11";
// Specify optional parameters for Delete operation.
Delete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DeleteItemOperationConfig
{
ConditionalExpression = expr,
ReturnValues = ReturnValues.AllOldAttributes // This is the only supported value when
using the document model.
};
// Delete the book.
Document d = table.DeleteItem(partitionKey, config);

항목 업데이트 - Table.UpdateItem
UpdateItem 작업은 기존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합니다. 지정된 기본 키가 있는 항목을 찾을 수 없
는 경우, UpdateItem 작업은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UpdateItem 작업을 사용하여 기존 속성 값을 업데이트하거나, 기존 모음에 새 속성을 추가하거나, 기존 모
음에서 속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행할 업데이트를 설명하는 Document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이러한 업
데이트를 제공합니다.
UpdateItem 작업은 다음 지침을 사용합니다.
• 항목이 없는 경우 UpdateItem은 입력에서 지정한 기본 키를 사용하여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 항목이 있는 경우 UpdateItem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 기존 속성 값을 업데이트 값으로 바꿉니다.
• 입력한 속성이 없는 경우 항목에 새 속성을 추가합니다.
• 입력 속성 값이 null인 경우 해당 속성을 삭제합니다(있는 경우).

Note
이 중간 수준 UpdateItem 작업은 기본 DynamoDB 작업에서 지원하는 Add 작업(UpdateItem 참
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ote
PutItem 작업(항목 추가 - Table.PutItem 메서드 (p. 218)) 또한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
다. PutItem을 호출하여 항목을 업로드하며 기본 키가 있는 경우, PutItem 작업은 전체 항목을
바꿉니다. 기존 항목에 속성이 있지만 이러한 속성이 입력 중인 Document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PutItem 작업은 해당 속성을 삭제합니다. 그러나 UpdateItem은 지정된 입력 속성만 업데이트합
니다. 해당 항목의 다른 모든 기존 속성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단계입니다.
1. 업데이트 작업을 수행할 테이블의 이름을 제공하여 Table.Load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2. 수행할 모든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Document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기존 속성을 삭제하려면 속성 값을 null로 지정합니다.
3. Table.UpdateItem 메서드를 호출하고 Document 인스턴스를 입력 파라미터로 제공합니다.
기본 키를 Document 인스턴스에 제공하거나 파라미터로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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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작업을 실행하는 C# 코드 예제입니다. 이 코드 예제에서는 Book 테이블의 항목을 업
데이트합니다. UpdateItem 작업은 기존 Authors 속성을 업데이트하고, PageCount 속성을 삭제하고, 새
XYZ 속성을 추가합니다. Document 인스턴스에는 업데이트할 책의 기본 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var book = new Document();
// Set the attributes that you wish to update.
book["Id"] = 111; // Primary key.
// Replace the authors attribute.
book["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x", "Author y" };
// Add a new attribute.
book["XYZ"] = 12345;
// Delete the existing PageCount attribute.
book["PageCount"] = null;
table.Update(book);

옵션 파라미터 지정
UpdateItemOperationConfig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UpdateItem 작업에 대한 옵션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파라미터의 전체 목록은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책 항목 가격을 25로 업데이트합니다. 이 조각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선택적 파라
미터를 지정합니다.
• ConditionalExpression 파라미터는 값이 20인 Price 속성(사용자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을 식별합
니다.
• ReturnValues 파라미터는 UpdateItem 작업을 요청하여 업데이트된 항목을 반환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string partitionKey = "111";
var book = new Document();
book["Id"] = partitionKey;
book["Price"] = 25;
Expression expr = new Expression();
expr.ExpressionStatement = "Price = :val";
expr.ExpressionAttributeValues[":val"] = "20";
Update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UpdateItemOperationConfig()
{
ConditionalExpression = expr,
ReturnValues = ReturnValues.AllOldAttributes
};
Document d1 = table.Update(book, config);

일괄 쓰기 - 여러 항목 추가 및 삭제
배치 쓰기란 다수의 항목을 배치로 입력 및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면 단일 호출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
API를 사용하여 하나의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단계입니다.
API 버전 2012-08-10
22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NET: 문서 모델

1. 배치 작업을 수행할 테이블의 이름을 제공하고 Table.LoadTable 메서드를 실행하여 Table 객체를 생
성합니다.
2.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테이블 인스턴스에서 CreateBatchWrite 메서드를 실행하고
DocumentBatchWrite 객체를 생성합니다.
3. DocumentBatchWrite 객체 메서드를 사용하여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문서를 지정합니다.
4. DocumentBatchWrite.Execute 메서드를 호출하여 배치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문서 모델 API를 사용하면 일괄 처리의 작업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ynamoDB는 배
치 작업 수 및 배치 작업의 총 배치 크기를 제한합니다. 특정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이 문서 모델 API가 배치 쓰기 요청이 허용된 쓰기 요청 수를 초과했거나 배치의 HTTP 페이
로드 크기가 BatchWriteItem에서 허용하는 제한을 초과했음을 감지하면 배치를 여러 개의 작은 배치
로 분할합니다. 또한 배치 쓰기에 대한 응답이 처리되지 않은 항목을 반환하면 문서 모델 API는 처리되지
않은 항목과 함께 다른 배치 요청을 자동으로 보냅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배치 쓰기 작업을 사용하여 책 항목 업로
드 및 다른 책 항목 삭제와 같은 두 개의 쓰기를 수행합니다.
Table productCatalog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var batchWrite = productCatalog.CreateBatchWrite();
var book1 = new Document();
book1["Id"] = 902;
book1["Title"] = "My book1 in batch write using .NET document model";
book1["Price"] = 10;
book1["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Author 2", "Author 3" };
book1["InStock"] = new DynamoDBBool(true);
book1["QuantityOnHand"] = 5;
batchWrite.AddDocumentToPut(book1);
// specify delete item using overload that takes PK.
batchWrite.AddKeyToDelete(12345);
batchWrite.Execute();

사용 가능한 예제는 예: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 API를 사용하는 일괄 작업 (p. 228)를 참조하세요.
batchWrite 작업을 사용하여 여러 테이블에서 입력 및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여러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입력하거나 삭제하는 단계입니다.
1. 이전 절차에서 설명한 대로 여러 개의 항목을 입력하거나 삭제할 각 테이블에 대해
DocumentBatchWrite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MultiTableDocumentBatchWrite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해당 인스턴스에 개별
DocumentBatchWrite 객체를 추가합니다.
3. MultiTableDocumentBatchWrite.Execut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배치 쓰기 작업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쓰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 Forum 테이블 항목에 새 항목 추가
• Thread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1. Specify item to add in the Forum table.
Table forum = Table.LoadTable(client, "Forum");
var forumBatchWrite = forum.CreateBatch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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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forum1 = new Document();
forum1["Name"] = "Test BatchWrite Forum";
forum1["Threads"] = 0;
forumBatchWrite.AddDocumentToPut(forum1);
// 2a. Specify item to add in the Thread table.
Table thread = Table.LoadTable(client, "Thread");
var threadBatchWrite = thread.CreateBatchWrite();
var thread1 = new Document();
thread1["ForumName"] = "Amazon S3 forum";
thread1["Subject"] = "My sample question";
thread1["Message"] = "Message text";
thread1["KeywordTags"] = new List<string>{ "Amazon S3", "Bucket" };
threadBatchWrite.AddDocumentToPut(thread1);
// 2b. Specify item to delete from the Thread table.
threadBatchWrite.AddKeyToDelete("someForumName", "someSubject");
// 3. Create multi-table batch.
var superBatch = new MultiTableDocumentBatchWrite();
superBatch.AddBatch(forumBatchWrite);
superBatch.AddBatch(threadBatchWrite);
superBatch.Execute();

예: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는 CRUD 작업
다음 C# 코드 예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책 항목을 생성합니다.
• 책 항목을 검색합니다.
• 책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코드 예는 새 속성을 추가하고 기존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일반적인 업데이
트를 보여 줍니다. 또한 기존 가격 값이 코드에 지정된 값인 경우에만 책 가격을 업데이트하는 조건부 업데
이트를 보여줍니다.
• 책 항목을 삭제합니다.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Amazon.DynamoDB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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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MidlevelItemCRUD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private static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 The sample uses the following id PK value to add book item.
private static int sampleBookId = 555;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Table productCatalog = Table.LoadTable(client, tableName);
CreateBookItem(productCatalog);
RetrieveBook(productCatalog);
// Couple of sample updates.
UpdateMultipleAttributes(productCatalog);
UpdateBookPriceConditionally(productCatalog);
// Delete.
DeleteBook(productCatalog);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 Creates a sample book item.
private static void CreateBookItem(Table productCatalog)
{
Console.WriteLine("\n*** Executing CreateBookItem() ***");
var book = new Document();
book["Id"] = sampleBookId;
book["Title"] = "Book " + sampleBookId;
book["Price"] = 19.99;
book["ISBN"] = "111-1111111111";
book["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Author 2", "Author 3" };
book["PageCount"] = 500;
book["Dimensions"] = "8.5x11x.5";
book["InPublication"] = new DynamoDBBool(true);
book["InStock"] = new DynamoDBBool(false);
book["QuantityOnHand"] = 0;
}

productCatalog.PutItem(book);

private static void RetrieveBook(Table productCatalog)
{
Console.WriteLine("\n*** Executing RetrieveBook() ***");
// Optional configuration.
Get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GetItemOperationConfig
{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Id", "ISBN", "Title", "Authors",
"Price" },
ConsistentRead = true
};
Document document = productCatalog.GetItem(sampleBookId, config);
Console.WriteLine("RetrieveBook: Printing book retrieved...");
PrintDocument(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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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void UpdateMultipleAttributes(Table productCatalog)
{
Console.WriteLine("\n*** Executing UpdateMultipleAttributes() ***");
Console.WriteLine("\nUpdating multiple attributes....");
int partitionKey = sampleBookId;
var book = new Document();
book["Id"] = partitionKey;
// List of attribute updates.
// The following replaces the existing authors list.
book["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x", "Author y" };
book["newAttribute"] = "New Value";
book["ISBN"] = null; // Remove it.

}

// Optional parameters.
Update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UpdateItemOperationConfig
{
// Get updated item in response.
ReturnValues = ReturnValues.AllNewAttributes
};
Document updatedBook = productCatalog.UpdateItem(book, config);
Console.WriteLine("UpdateMultipleAttributes: Printing item after updates ...");
PrintDocument(updatedBook);

private static void UpdateBookPriceConditionally(Table productCatalog)
{
Console.WriteLine("\n*** Executing UpdateBookPriceConditionally() ***");
int partitionKey = sampleBookId;
var book = new Document();
book["Id"] = partitionKey;
book["Price"] = 29.99;
// For conditional price update, creating a condition expression.
Expression expr = new Expression();
expr.ExpressionStatement = "Price = :val";
expr.ExpressionAttributeValues[":val"] = 19.00;
// Optional parameters.
Update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UpdateItemOperationConfig
{
ConditionalExpression = expr,
ReturnValues = ReturnValues.AllNewAttributes
};
Document updatedBook = productCatalog.UpdateItem(book, config);
Console.WriteLine("UpdateBookPriceConditionally: Printing item whose price was
conditionally updated");
PrintDocument(updatedBook);
}
private static void DeleteBook(Table productCatalog)
{
Console.WriteLine("\n*** Executing DeleteBook() ***");
// Optional configuration.
DeleteItemOperationConfig config = new DeleteItemOperationConfig
{
// Return the deleted item.
ReturnValues = ReturnValues.AllOldAttributes
};
Document document = productCatalog.DeleteItem(sampleBookId, config);
Console.WriteLine("DeleteBook: Printing deleted just deleted...");
PrintDocument(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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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vate static void PrintDocument(Document updatedDocument)
{
foreach (var attribute in updatedDocument.GetAttributeNames())
{
string stringValue = null;
var value = updatedDocument[attribute];
if (value is Primitive)
stringValue = value.AsPrimitive().Value.ToString();
else if (value is PrimitiveList)
stringValue = string.Join(",", (from primitive
in value.AsPrimitiveList().Entries
select primitive.Value).ToArray());
Console.WriteLine("{0} - {1}", attribute, stringValue);
}
}

예: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 API를 사용하는 일괄 작업
주제
• 예: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는 일괄 쓰기 (p. 228)

예: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는 일괄 쓰기
다음 C# 코드 예는 단일 테이블 및 여러 테이블 일괄 쓰기 작업을 보여 줍니다. 이 예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
을 수행합니다.
• 단일 테이블 배치 쓰기를 보여줍니다. ProductCatalog 테이블에 두 개의 항목을 추가합니다.
• 다중 테이블 배치 쓰기를 보여줍니다. Forum 테이블과 Thread 테이블 모두에 항목을 추가하고 Thread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의 단계를 따랐다면 이미
ProductCatalog, Forum 및 Thread 테이블은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 테이블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NET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
로드 (p. 1294)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
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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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MidLevelBatchWriteItem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SingleTableBatchWrite();
MultiTableBatchWrite();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SingleTableBatchWrite()
{
Table productCatalog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var batchWrite = productCatalog.CreateBatchWrite();
var book1 = new Document();
book1["Id"] = 902;
book1["Title"] = "My book1 in batch write using .NET helper classes";
book1["ISBN"] = "902-11-11-1111";
book1["Price"] = 10;
book1["ProductCategory"] = "Book";
book1["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Author 2", "Author 3" };
book1["Dimensions"] = "8.5x11x.5";
book1["InStock"] = new DynamoDBBool(true);
book1["QuantityOnHand"] = new DynamoDBNull(); //Quantity is unknown at this

time

}

batchWrite.AddDocumentToPut(book1);
// Specify delete item using overload that takes PK.
batchWrite.AddKeyToDelete(12345);
Console.WriteLine("Performing batch write in SingleTableBatchWrite()");
batchWrite.Execute();

private static void MultiTableBatchWrite()
{
// 1. Specify item to add in the Forum table.
Table forum = Table.LoadTable(client, "Forum");
var forumBatchWrite = forum.CreateBatchWrite();
var forum1 = new Document();
forum1["Name"] = "Test BatchWrite Forum";
forum1["Threads"] = 0;
forumBatchWrite.AddDocumentToPut(forum1);
// 2a. Specify item to add in the Thread table.
Table thread = Table.LoadTable(client, "Thread");
var threadBatchWrite = thread.CreateBatchWrite();
var thread1 = new Document();
thread1["ForumName"] = "S3 forum";
thread1["Subject"] = "My sample question";
thread1["Message"] = "Message text";

API 버전 2012-08-10
22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NET: 문서 모델
thread1["KeywordTags"] = new List<string> { "S3", "Bucket" };
threadBatchWrite.AddDocumentToPut(thread1);
// 2b. Specify item to delete from the Thread table.
threadBatchWrite.AddKeyToDelete("someForumName", "someSubject");

}

}

}

// 3. Create multi-table batch.
var superBatch = new MultiTableDocumentBatchWrite();
superBatch.AddBatch(forumBatchWrite);
superBatch.AddBatch(threadBatchWrite);
Console.WriteLine("Performing batch write in MultiTableBatchWrite()");
superBatch.Execute();

AWS SDK for .NET 문서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의 테이블
쿼리
주제
• AWS SDK for .NET의 Table.Query 메서드 (p. 230)
• AWS SDK for .NET의 Table.Scan 메서드 (p. 235)

AWS SDK for .NET의 Table.Query 메서드
Query 메서드를 사용하면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가 있는 테이블
만 쿼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기본 키가 파티션 키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Query 작업이 지원되지 않습니
다. 기본적으로 Query는 최종적으로 일관적인 쿼리를 내부적으로 수행합니다. 일관성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성 (p. 15)를 참조하세요.
Query 메서드는 두 개의 오버로드를 제공합니다. Query 메서드에 대한 최소 필수 파라미터는 파티션 키 값
과 정렬 키 필터입니다. 다음 오버로드를 사용하여 이러한 최소 필수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mple
Query(Primitive partitionKey, RangeFilter Filter);

예를 들어, 다음 C# 코드에서는 지난 15일 간 게시된 모든 포럼 회신에 쿼리합니다.

Example
string tableName = "Reply";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tableName);
DateTime twoWeeksAgo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15);
RangeFilter filter = new RangeFilter(QueryOperator.GreaterThan, twoWeeksAgoDate);
Search search = table.Query("DynamoDB Thread 2", filter);

이는 Search 객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Search.GetNextSet 메서드를 반복적으
로 호출하여 한 번에 결과 페이지 하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쿼리에서 반환하는 각 항목에 대한
속성 값을 인쇄합니다.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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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Document> documentSet = new List<Document>();
do
{
documentSet = search.GetNextSet();
foreach (var document in documentSet)
PrintDocument(document);
} while (!search.IsDone);
{

}

private static void PrintDocument(Document document)
Console.WriteLine();
foreach (var attribute in document.GetAttributeNames())
{
string stringValue = null;
var value = document[attribute];
if (value is Primitive)
stringValue = value.AsPrimitive().Value;
else if (value is PrimitiveList)
stringValue = string.Join(",", (from primitive
in value.AsPrimitiveList().Entries
select primitive.Value).ToArray());
Console.WriteLine("{0} - {1}", attribute, stringValue);
}

옵션 파라미터 지정
가져올 속성 목록, strongly consistent read, 페이지 크기 및 페이지당 반환된 항목 수를 지정하는 등
Query에 대한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미터의 전체 목록은 Query 단원을 참조하세요.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하려면 QueryOperationConfig 객체를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오버로드를 사용해
야 합니다.

Example
Query(QueryOperationConfig config);

앞 예의 쿼리를 실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지난 15일간 게시한 포럼 회신 가져오기). 그러나 선택적 쿼리
파라미터를 제공하여 특정 속성만 가져오고 또한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를 요청한다
고 가정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QueryOperationConfig 객체를 사용하여 요청을 구성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Table.LoadTable(client, "Reply");
DateTime twoWeeksAgo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15);
QueryOperationConfig config = new QueryOperationConfig()
{
HashKey = "DynamoDB Thread 2", //Partition key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Subject", "ReplyDateTime", "PostedBy" },
ConsistentRead = true,
Filter = new RangeFilter(QueryOperator.GreaterThan, twoWeeksAgoDate)
};
Search search = table.Query(config);

예: Table.Query 메서드를 사용하여 쿼리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Table.Query 메서드를 사용하여 다음 샘플 쿼리를 실행합니다.
• 다음 쿼리는 Reply 테이블에 대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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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간 게시된 포럼 스레드 회신을 찾습니다.
이 쿼리는 두 번 실행됩니다. 첫 번째 Table.Query 호출에서 이 예제는 필수 쿼리 파라미터만 제공합
니다. 두 번째 Table.Query 호출에서는 선택적 쿼리 파라미터를 제공하여 강력히 일관된 읽기 및 검색
할 속성 목록을 요청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게시된 포럼 스레드 회신을 찾습니다.
이 쿼리는 Between 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두 날짜 사이에 게시된 회신을 찾습니다.
•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제품을 가져옵니다.
ProductCatalog 테이블의 기본 키는 파티션 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항목만 가져올 수 있고, 테이블
을 쿼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항목 Id를 사용하여 특정 제품 항목을 검색합니다.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using Amazon.Runtime;
using Amazon.SecurityToken;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MidLevelQueryAndScan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 Query examples.
Table replyTable = Table.LoadTable(client, "Reply");
string forumName = "Amazon DynamoDB";
string threadSubject = "DynamoDB Thread 2";
FindRepliesInLast15Days(replyTable, 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replyTable, 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replyTable, forumName, threadSubject);
// Get Example.
Table productCatalog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int productId = 101;
GetProduct(productCatalogTable, productId);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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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ReadLine();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private static void GetProduct(Table tableName, int productId)
{
Console.WriteLine("*** Executing GetProduct() ***");
Document productDocument = tableName.GetItem(productId);
if (productDocument != null)
{
PrintDocument(productDocument);
}
else
{
Console.WriteLine("Error: product " + productId + " does not exist");
}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InLast15Days(Table table, 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string Attribute = forumName + "#" + threadSubject;
DateTime twoWeeksAgo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15);
QueryFilter filter = new QueryFilter("Id", QueryOperator.Equal, partitionKey);
filter.AddCondition("ReplyDateTime", QueryOperator.GreaterThan,
twoWeeksAgoDate);
// Use Query overloads that takes the minimum required query parameters.
Search search = table.Query(filter);

}

List<Document> documentSet = new List<Document>();
do
{
documentSet = search.GetNextSet();
Console.WriteLine("\nFindRepliesInLast15Days: printing ............");
foreach (var document in documentSet)
PrintDocument(document);
} while (!search.IsDone);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Table table, 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DateTime startDat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21, 0, 0, 0));
DateTime endDat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1, 0, 0, 0));
QueryFilter filter = new QueryFilter("Id", QueryOperator.Equal, forumName + "#"
+ threadSubject);
filter.AddCondition("ReplyDateTime", QueryOperator.Between, startDate,
endDate);
QueryOperationConfig config = new QueryOperationConfig()
{
Limit = 2, // 2 items/page.
Select = SelectValues.SpecificAttributes,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Message",
"ReplyDateTime",
"PostedBy" },
ConsistentRead = true,
Filter = fil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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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search = table.Query(config);
List<Document> documentList = new List<Document>();
do
{

documentList = search.GetNextSet();
Console.WriteLine("\n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 printing replies
posted within dates: {0} and {1} ............", startDate, endDate);
foreach (var document in documentList)
{
PrintDocument(document);
}
} while (!search.IsDone);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Table table, 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Name)
{
DateTime twoWeeksAgo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15);
QueryFilter filter = new QueryFilter("Id", QueryOperator.Equal, forumName + "#"
+ threadName);
filter.AddCondition("ReplyDateTime", QueryOperator.GreaterThan,
twoWeeksAgoDate);
// You are specifying optional parameters so use QueryOperationConfig.
QueryOperationConfig config = new QueryOperationConfig()
{
Filter = filter,
// Optional parameters.
Select = SelectValues.SpecificAttributes,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Message", "ReplyDateTime",
"PostedBy" },
ConsistentRead = true
};
Search search = table.Query(config);
List<Document> documentSet = new List<Document>();
do
{
documentSet = search.GetNextSet();
Console.WriteLine("\n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
printing ............");
foreach (var document in documentSet)
PrintDocument(document);
} while (!search.IsDone);
}

}

private static void PrintDocument(Document document)
{
//
count++;
Console.WriteLine();
foreach (var attribute in document.GetAttributeNames())
{
string stringValue = null;
var value = document[attribute];
if (value is Primitive)
stringValue = value.AsPrimitive().Value.ToString();
else if (value is PrimitiveList)
stringValue = string.Join(",", (from primitive
in value.AsPrimitiveList().Entries
select primitive.Value).ToArray());
Console.WriteLine("{0} - {1}", attribute, string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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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NET의 Table.Scan 메서드
Scan 메서드는 전체 테이블 스캔을 수행합니다. 이는 두 개의 오버로드를 제공합니다. Scan 메서드에 필요
한 유일한 파라미터는 다음 오버로드를 사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스캔 필터입니다.

Example
Scan(ScanFilter filter);

예를 들어, 스레드 제목(기본), 관련 메시지, 스레드가 속한 포럼 Id, Tags 및 기타 정보를 추적하는 포럼 스
레드 테이블을 관리하는 경우 주제는 기본 키라고 가정합니다.

Example
Thread(Subject, Message, ForumId, Tags, LastPostedDateTime, .... )

이는 AWS 포럼에서 볼 수 있는 포럼 및 스레드의 단순화된 버전입니다(토론 포럼 참조). 다음 C# 코드 예제
에서는 "sortkey"라는 태그가 지정된 특정 포럼(ForumId = 101)의 모든 스레드를 쿼리합니다. ForumId는 기
본 키가 아니므로 이 예제에서는 테이블을 스캔합니다. ScanFilter에는 두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쿼리는
이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모든 스레드를 반환합니다.

Example
string tableName = "Thread";
Table ThreadTable = Table.LoadTable(client, tableName);
ScanFilter scanFilter = new ScanFilter();
scanFilter.AddCondition("ForumId", ScanOperator.Equal, 101);
scanFilter.AddCondition("Tags", ScanOperator.Contains, "sortkey");
Search search = ThreadTable.Scan(scanFilter);

옵션 파라미터 지정
검색할 특정 속성 목록 또는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수행할지 여부 등 Scan에 대한 선택적 파라미터
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하려면 필수 및 선택적 파라미터 모두를 포함하는
ScanOperationConfig 객체를 만들고 다음 오버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mple
Scan(ScanOperationConfig config);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앞과 동일한 쿼리를 실행합니다(ForumId가 101이고 Tag 속성에 "sortkey"
키워드가 포함된 포럼 스레드를 찾음). 특정 속성 목록만 검색하는 선택적 파라미터를 추가하려고 한
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다음 코드 예제와 같이 필수 파라미터와 선택적 파라미터를 모두 제공하여
ScanOperationConfig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

Example
string tableName = "Thread";
Table ThreadTable = Table.LoadTable(client, tableName);
ScanFilter scanFilter = new ScanFilter();
scanFilter.AddCondition("ForumId", ScanOperator.Equal, foru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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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Filter.AddCondition("Tags", ScanOperator.Contains, "sortkey");
ScanOperationConfig config = new ScanOperationConfig()
{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Subject", "Message" } ,
Filter = scanFilter
};
Search search = ThreadTable.Scan(config);

예: Table.Scan 메서드를 사용하여 스캔
Scan 작업은 부담이 클 수 있는 전체 테이블 스캔을 수행합니다. 대신 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테이
블에 대해 스캔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요금에 데이터 입력 오류가 있어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테이블을 스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
여 가격 값이 0보다 작은 제품을 찾습니다. 이 예에서는 두 개의 Table.Scan 오버로드 사용을 보여 줍니다.
• Table.Scan은 ScanFilter 객체를 파라미터로 가져옵니다.
필수 파라미터만 전달하는 경우 ScanFilter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Table.Scan은 ScanOperationConfig 객체를 파라미터로 가져옵니다.
ScanOperationConfig 메서드로 선택적 파라미터를 전달하려는 경우 Scan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
다.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MidLevelScanOnly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able productCatalog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 Scan example.
FindProductsWithNegativePrice(productCatalogTable);
FindProductsWithNegativePriceWithConfig(productCatalogTable);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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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void FindProductsWithNegativePrice(Table productCatalogTable)
{
// Assume there is a price error. So we scan to find items priced < 0.
ScanFilter scanFilter = new ScanFilter();
scanFilter.AddCondition("Price", ScanOperator.LessThan, 0);
Search search = productCatalogTable.Scan(scanFilter);
List<Document> documentList = new List<Document>();
do
{
documentList = search.GetNextSet();
Console.WriteLine("\nFindProductsWithNegativePrice:
printing ............");
foreach (var document in documentList)
PrintDocument(document);
} while (!search.IsDone);
}
private static void FindProductsWithNegativePriceWithConfig(Table
productCatalogTable)
{
// Assume there is a price error. So we scan to find items priced < 0.
ScanFilter scanFilter = new ScanFilter();
scanFilter.AddCondition("Price", ScanOperator.LessThan, 0);
ScanOperationConfig config = new ScanOperationConfig()
{
Filter = scanFilter,
Select = SelectValues.SpecificAttributes,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Title", "Id" }
};
Search search = productCatalogTable.Scan(config);
List<Document> documentList = new List<Document>();
do
{
documentList = search.GetNextSet();
Console.WriteLine("\nFindProductsWithNegativePriceWithConfig:
printing ............");
foreach (var document in documentList)
PrintDocument(document);
} while (!search.IsDone);
}

}

private static void PrintDocument(Document document)
{
//
count++;
Console.WriteLine();
foreach (var attribute in document.GetAttributeNames())
{
string stringValue = null;
var value = document[attribute];
if (value is Primitive)
stringValue = value.AsPrimitive().Value.ToString();
else if (value is PrimitiveList)
stringValue = string.Join(",", (from primitive
in value.AsPrimitiveList().Entries
select primitive.Value).ToArray());
Console.WriteLine("{0} - {1}", attribute, string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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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객체 지속성 모델
주제
• DynamoDB 속성 (p. 239)
• DynamoDBContext 클래스 (p. 241)
•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p. 245)
•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버전 번호를 사용하는 낙관적 잠
금 (p. 246)
•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임의 데이터 매핑 (p. 248)
•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일괄 작업 (p. 251)
• 예: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CRUD 작업 (p. 254)
• 예: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일괄 쓰기 작업 (p. 256)
• 예: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쿼리 및 스캔 (p. 260)
AWS SDK for .NET은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이것으로 클라이언트 측 클래스를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객체 인스턴스도 해당 테이블 항목으로 매핑됩니
다. 클라이언트 측 객체를 테이블에 저장하기 위해 객체 지속성 모델에서는 DynamoDB에 대한 진입점인
DynamoDBContext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 클래스는 DynamoDB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테이블
에 액세스하여 다양한 CRUD 작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속성 모델은 속성 세트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 측 클래스를 테이블로 매핑할 수 있으며, 속성/필드를
테이블 속성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Note
객체 지속성 모델은 테이블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지 않으며 데이터
작업만 제공합니다. 테이블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에는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ET에서 DynamoDB 테이블 작업 (p. 334)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제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이 작동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ProductCatalog 테이블로 시작합니
다. Id를 기본 키로 갖고 있습니다.
ProductCatalog(Id, ...)

Book 클래스를 Title, ISBN 및 Authors 속성과 함께 갖고 있는 경우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객체 지속
성 모델로 정의된 속성을 추가하여 Book 클래스를 ProductCatalog 테이블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Example
[DynamoDBTable("ProductCatalog")]
public class Book
{
[DynamoDBHashKey]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Title { get; set; }
public int ISBN { get; set; }
[DynamoDBProperty("Authors")]
public List<string> BookAuthors { get; set; }

}

[DynamoDBIgnore]
public string CoverPage { get; 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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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제에서는 DynamoDBTable 속성이 Book 클래스를 ProductCatalog 테이블에 매핑합니다.
객체 지속성 모델은 클래스 속성 및 테이블 속성 간 명시적 매핑과 기본 매핑 모두를 지원합니다.
• 명시적 매핑 - 속성을 기본 키에 매핑하려면 DynamoDBHashKey 및 DynamoDBRangeKey 객체 지속성 모
델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이 아닌 키 속성의 경우 클래스의 속성 이름과 이를 매핑하려는 해당
테이블 속성이 같지 않다면 DynamoDBProperty 속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매핑을 정의해야 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Id 속성이 같은 이름의 기본 키로 매핑되고 BookAuthors 속성이 ProductCatalog 테
이블의 Authors 속성으로 매핑됩니다.
• 기본 매핑 - 기본적으로 객체 지속성 모델은 클래스 속성을 같은 이름의 테이블 속성으로 매핑합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Title 및 ISBN 속성이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있는 같은 이름의 속성으로 매핑됩
니다.
각 클래스 속성을 전부 하나씩 매핑할 필요는 없습니다. DynamoDBIgnore 속성을 추가하여 이러한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ok 인스턴스를 테이블에 저장하더라도 DynamoDBContext에는 CoverPage 속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 인스턴스를 가져와도 이 속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int 및 문자열과 같은 .NET 기본 유형의 속성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변환기를 사용하여 임의 데이터
를 DynamoDB 형식 중 하나로 매핑만 한다면 어떤 임의 데이터 형식도 매핑할 수 있습니다. 임의 유형 매핑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임의 데이터 매
핑 (p. 248) 단원을 참조하세요.
객체 지속성 모델은 낙관적 잠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업데이트 작업 동안 업데이트하려는 항목의 최신 복
사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버전 번호를 사용하는 낙관적 잠금 (p. 246)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 속성
이 단원에서는 사용자가 클래스 및 속성을 DynamoDB 테이블 및 속성으로 매핑할 수 있도록 객체 지속성 모
델이 제공하는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다음 속성에서 DynamoDBTable 및 DynamoDBHashKey만 필요합니다.

DynamoDBGlobalSecondaryIndexHashKey
클래스 속성을 글로벌 보조 인텍스의 파티션 키로 매핑합니다. 이 속성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Query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DynamoDBGlobalSecondaryIndexRangeKey
클래스 속성을 글로벌 보조 인텍스의 정렬 키로 매핑합니다. 이 속성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Query해야 하
거나 인덱스 정렬 키를 사용하여 결과를 구체화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DynamoDBHashKey
클래스 속성을 테이블의 기본 키 파티션 키로 매핑합니다. 기본 키 속성은 컬렉션 형식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Book 클래스를 ProductCatalog 테이블로 매핑하고, Id 속성을 테이블의 기본
키 파티션 키로 매핑합니다.
[DynamoDBTable("ProductCatalog")]
public class Book {
[DynamoDBHashKey]
public int Id { get; set; }
// Additional properties go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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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Ignore
연결된 속성을 무시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클래스 속성도 저장하지 않으려면 이 속성을 추가하여
DynamoDBContext가 객체를 테이블에 저장할 때 이 속성을 포함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DynamoDBLocalSecondaryIndexRangeKey
클래스 속성을 로컬 보조 인텍스의 정렬 키로 매핑합니다. 이 속성은 로컬 보조 인덱스를 Query해야 하거나
인덱스 정렬 키를 사용하여 결과를 구체화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DynamoDBProperty
클래스 속성을 테이블 속성으로 매핑합니다. 클래스 속성을 같은 이름의 테이블 속성으로 매핑할 경우에는
이 속성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다를 경우에는 매핑을 제공하는 데 이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C# 문에서는 DynamoDBProperty가 BookAuthors 속성을 테이블의 Authors 속성으로
매핑합니다.
[DynamoDBProperty("Authors")]
public List<string> BookAuthors { get; set; }

DynamoDBContext는 객체 데이터를 해당 테이블에 저장할 때 이 매핑 정보를 사용하여 Authors 속성을
생성합니다.

DynamoDBRenamable
클래스 속성의 대체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클래스 속성 이름이 테이블 속성과 다른 DynamoDB 테이블
로 임의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변환기를 쓰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DynamoDBRangeKey
클래스 속성을 테이블의 기본 키 정렬 키로 매핑합니다. 테이블에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가 있는
경우 클래스 매핑에서 DynamoDBHashKey 속성과 DynamoDBRangeKey 속성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샘플 테이블 Reply에는 Id 파티션 키 및 Replenishment 정렬 키로 구성된 기본 키가 있습니
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Reply 클래스를 Reply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클래스 정의는 또한 그 속성 중
두 가지를 기본 키로 매핑하도록 지시합니다.
샘플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Table("Reply")]
public class Reply {
[DynamoDBHashKey]
public int ThreadId { get; set; }
[DynamoDBRangeKey]
public string Replenishment { get; set; }
// Additional properties go here.
}

DynamoDBTable
클래스가 매핑하는 대상으로 DynamoDB의 대상 테이블을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Developer 클래스를 DynamoDB의 People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DynamoDBTable("People")]
public class Develop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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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성은 상속 또는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 DynamoDBTable 속성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앞의 예제에서는 Developer 클래스에서 상속된 새 클래스
Lead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클래스도 People 테이블에도 매핑됩니다. Developer 객체와 Lead 객체 모
두 People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 DynamoDBTable 속성 또한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Manager 클래스가
Developer 클래스에서 상속됩니다. 그러나 DynamoDBTable 속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면 이 클래스가
다른 테이블(Managers)로 매핑됩니다.
[DynamoDBTable("Managers")]
public class Manager : Developer { ...}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테이블에 객체를 저장할 때 선택적 파라미터인
LowerCamelCaseProperties를 추가하면 속성 이름의 첫 번째 글자를 소문자로 만들도록 DynamoDB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DynamoDBTable("People", LowerCamelCaseProperties=true)]
public class Developer {
string DeveloperName;
...}

Developer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저장할 때 DynamoDBContext가 DeveloperName 속성을
developerName으로 저장합니다.

DynamoDBVersion
항목 버전 번호를 저장하는 클래스 속성을 식별합니다. 버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버전 번호를 사용하는 낙관적 잠금 (p. 246) 섹션을 참조하
세요.

DynamoDBContext 클래스
DynamoDBContext 클래스는 Amazon DynamoDB 데이터베이스의 진입점입니다. 이 클래스는 DynamoDB
로의 연결을 제공하며, 데이터를 다양한 테이블에 액세스하고 다양한 CRUD 작업을 수행하며 쿼리를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DynamoDBContext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CreateMultiTableBatchGet
여러 개의 개별 BatchGet 객체로 구성된 MultiTableBatchGet 객체를 만듭니다. 이러한 BatchGet 객
체 각각은 단일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테이블에서 항목을 검색하려면 ExecuteBatchGet 메서드를 사용하여 MultiTableBatchGet 객체를 파
라미터로 전달합니다.

CreateMultiTableBatchWrite
여러 개의 개별 BatchWrite 객체로 구성된 MultiTableBatchWrite 객체를 만듭니다. 이러한
BatchWrite 객체 각각은 단일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쓰거나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테이블에 쓰려면 ExecuteBatchWrite 메서드를 사용하여 MultiTableBatchWrite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Createbatchget
BatchGet 객체를 만들어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일괄 가져오기:
여러 항목 가져오기 (p. 25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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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batchwrite
BatchWrite 객체를 만들어 여러 개의 항목을 테이블에 넣는 데 사용하거나 테이블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삭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일괄 쓰기 - 여러 항목 추가 및 삭제 (p. 251)을 참조하십시
오.

Delete
항목을 테이블에서 삭제합니다. 메서드에는 삭제하려는 항목의 기본 키가 필요합니다. 기본 키 값 또는 기본
키 값을 포함하는 클라이언트 측 객체 중 한 가지를 파라미터로 이 메서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측 객체를 파라미터로 지정하고 낙관적 잠금을 활성화했다면, 클라이언트 측과 객체의 서버 쪽
버전이 일치해야만 삭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본 키 값만을 파라미터로 지정한 경우, 낙관적 잠금을 활성화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삭제가 성공적으
로 이루어집니다.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Delete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Dispose
관리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리소스를 모두 일괄합니다.

Executebatchget
모든 BatchGet 객체를 MultiTableBatchGet에서 처리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ExecuteBatchGet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Executebatchwrite
모든 BatchWrite 객체를 MultiTableBatchWrite에서 처리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테이블에 데이터
를 쓰거나 삭제합니다.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ExecuteBatchWrite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FromDocument
할당된 Document 인스턴스에서 FromDocument 메서드가 클라이언트 측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반환합니
다.
이것은 문서 모델 클래스를 객체 지속성 모델과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 작업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AWS
SDK for .NET에 의해 제공되는 문서 모델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 문서 모델 (p. 215) 단원을
참조하세요.
Forum 항목 표시 정보를 포함하는 doc라는 이름의 Document 객체가 있는 경우 (이 객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이 주제의 후반부에 있는 ToDocument 메서드 설명을 참조하세요.)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FromDocument를 사용하여 Document에서 Forum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mple
forum101 = context.FromDocument<Forum>(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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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ocument 객체가 IEnume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FromDocuments 메서드를 대
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ocument에서 모든 클래스 인스턴스를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
니다.

FromQuery
QueryOperationConfig 객체에 정의된 쿼리 파라미터로 Query 작업을 실행합니다.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FromQuery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FromScan
ScanOperationConfig 객체에 정의된 스캔 파라미터로 Scan 작업을 실행합니다.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FromScan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Gettargettable
지정된 유형에 대한 대상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이는 임의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로 매핑하기 위한 사
용자 지정 변환기를 작성하고 사용자 지정 데이터 형식과 연결되는 테이블을 확인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Load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이 메서드에는 가져오려는 항목의 기본 키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DynamoDB는 최종적으로 일관된 값을 갖는 항목을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일관성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성 (p. 15)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Load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Query
입력하는 쿼리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테이블에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가 있는 경우에만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쿼리 시에는 파
티션 키를 비롯하여 정렬 키에 적용되는 조건을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의 Reply 테이블에 클라이언트 측 Reply 클래스가 매핑되어 있는 경우 다음 C# 코드 예제에서
는 과거 15일 간 게시된 포럼 스레드 회신을 찾기 위해 Reply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Reply 테이블에는 Id
파티션 키와 ReplyDateTime 정렬 키로 구성된 기본 키가 있습니다. Reply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string replyId = "DynamoDB#DynamoDB Thread 1"; //Partition key
DateTime twoWeeksAgoDat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14, 0, 0, 0)); // Date to
compare.
IEnumerable<Reply> latestReplies = context.Query<Reply>(replyId, QueryOperator.GreaterThan,
twoWeeksAgo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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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Reply 객체 컬렉션이 반환됩니다.
Query 메서드는 "지연 로딩된(lazy-loaded)" IEnumerable 컬렉션을 반환합니다. 즉, 처음에는 결과 페이지
를 하나만 반환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호출하여 다음 페이지를 반환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을 모두 가져
오려면 IEnumerable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테이블에 단순 기본 키(파티션 키)가 있는 경우에는 Query 메서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Load 메서드
를 사용하면 파티션 키를 입력하여 항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Query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Save
지정한 객체를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입력 객체에 지정된 기본 키가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메서드가
테이블에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기본 키가 있는 경우 메서드가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낙관적 잠금이 구성된 경우 항목의 서버 측 버전과 클라이언트 측 버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성
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버전 번호를 사
용하는 낙관적 잠금 (p. 246)을 참조하십시오.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Save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스캔
전체 테이블 스캔을 수행합니다.
스캔 조건을 지정하여 스캔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스캔 조건은 테이블의 어느 속성 상에서든지 평가
될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ProductCatalog 테이블에 클라이언트 측 Book 클래스가 매핑되어 있는 경
우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테이블을 스캔하고 가격이 0보다 작은 책 항목만 반환합니다.

Example
IEnumerable<Book> itemsWithWrongPrice = context.Scan<Book>(
new ScanCondition("Price", ScanOperator.LessThan, price),
new ScanCondition("ProductCategory", ScanOperator.Equal, "Book")
);

Scan 메서드는 "지연 로딩된(lazy-loaded)" IEnumerable 컬렉션을 반환합니다. 즉, 처음에는 결과 페이지
를 하나만 반환하고,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호출하여 다음 페이지를 반환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을 모두 가져
오려면 IEnumerable을 반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능 문제 때문에 테이블 스캔을 피하고 테이블을 쿼리해야 합니다.

Note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ScanAsync 메서드를 대신 사용하세요.

ToDocument
클래스 인스턴스에서 Document 문서 모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이것은 문서 모델 클래스를 객체 지속성 모델과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 작업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AWS
SDK for .NET에 의해 제공되는 문서 모델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 문서 모델 (p. 215)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Forum 테이블에 클라이언트 측 클래스가 매핑되어 있는 경우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DynamoDBContext를 사용하여 Forum 테이블에서 항목을 Document 객체로 얻을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24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NET: 객체 지속성 모델

Example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Forum forum101 = context.Load<Forum>(101); // Retrieve a forum by primary key.
Document doc = context.ToDocument<Forum>(forum101);

DynamoDBContext에 대한 옵션 파라미터 지정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DynamoDBContex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ConsistentRead - Load, Query 또는 Scan 작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이 선택적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최신 값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gnoreNullValues - 이 파라미터는 DynamoDBContext에 Save 작업 동안 속성의 null 값을 무시하도
록 지시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false이거나 설정되지 않은 경우 null 값은 특정 속성을 삭제하라는 지시로
해석됩니다.
• SkipVersionCheck - 이 파라미터는 항목을 저장하거나 삭제할 때 DynamoDBContext에 버전을 비교
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버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
여 DynamoDB에서 버전 번호를 사용하는 낙관적 잠금 (p. 246) 섹션을 참조하세요.
• TableNamePrefix - 모든 테이블 이름에서 특정 문자열을 접두사로 사용합니다. 이 파라미터가 null이거
나 설정되지 않은 경우, 어떤 접두사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C# 예제에서는 앞에 나온 선택적 파라미터 중 두 개를 지정하여 새 DynamoDBContext를 생성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new DynamoDBContextConfig { ConsistentRead = true,
SkipVersionCheck = true});

DynamoDBContext에는 이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보내는 각 요청과 함께 이러한 선택적 파라미터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DynamoDBContext 수준에 설정하는 대신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DynamoDBContext를 사용하여 실행하는 개별 작업에 대해 이러한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
는 특정 책 항목을 로드합니다. DynamoDBContext의 Load 메서드는 앞서 나온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합
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Book bookItem = context.Load<Book>(productId,new DynamoDBContextConfig{ ConsistentRead =
true, SkipVersionCheck = true });

이 경우 DynamoDBContext에는 Get 요청을 보내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파라미터가 포함됩니다.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객체 지속성 모델은 기본 .NET 데이터 유형 세트와 컬렉션, 그리고 임의 데이터 유형을 지원합니다. 모델이
지원하는 기본 데이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b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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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te
• char
• DateTime
• decimal
• double
• float
• Int16
• Int32
• Int64
• SByte
• string
• UInt16
• UInt32
• UInt64
객체 지속성 모델은 .NET 컬렉션 형식도 지원합니다. DynamoDBContext는 구체적인 컬렉션 형식과 단순한
POCO(Plain Old CLR Object)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앞서 나온 .NET 형식을 DynamoDB 형식으로 매핑하는 것을 요약하여 보여 줍니다.
.NET 기본 유형

DynamoDB 형식

모두 숫자 형식

N(숫자 형식)

모든 문자열 형식

S(문자열 형식)

MemoryStream, byte[]

B(이진수 형식)

bool

N(숫자 형식). 0은 false를 나타내고 1은 true를 나타
냅니다.

컬렉션 형식

BS(이진수 세트) 형식, SS(문자열 세트) 형식, 그리
고 NS(숫자 세트) 형식

DateTime

S(문자열 형식) DateTime 값은 ISO-8601 형식의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객체 지속성 모델은 임의 데이터 형식 또한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형식을 DynamoDB 형식으로 매핑하려
면 변환기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Note
• 빈 이진수 값이 지원됩니다.
• 빈 문자열 값 읽기가 지원됩니다. DynamoDB에 쓰는 동안 문자열 집합 형식의 속성 값에서 빈 문
자열 속성 값이 지원됩니다. 문자열 형식의 빈 문자열 속성 값과 목록 또는 맵 형식에 포함된 빈
문자열 값은 쓰기 요청에서 삭제됩니다.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버전 번호를 사용하는 낙관적 잠금
객체 지속성 모델의 낙관적 잠금 지원을 통해 항목을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항
목 버전과 서버 측 항목 버전이 동일해집니다. 업데이트할 항목을 검색하는 경우 그러나 업데이트를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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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전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같은 항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항목의 오래된 복사
본이 남게 됩니다. 낙관적 잠금이 없는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업데이
트를 덮어씁니다.
객체 지속성 모델의 낙관적 잠금 기능은 낙관적 잠금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DynamoDBVersion
태그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버전 번호를 저장하기 위해 클래스에 속성을 추가합니다. 이 속성
에 DynamoDBVersion 속성을 추가합니다. 처음 객체를 저장할 때 DynamoDBContext가 버전 번호를 할당
하고, 항목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 값을 증가시킵니다.
업데이트나 삭제 요청은 클라이언트 측 객체 버전이 서버 측의 해당 항목 버전 번호와 일치해야만 성공합니
다. 애플리케이션에 오래된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서버에서 최신 버전을 받아야만 항목을 업데이트하거나 삭
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객체 지속성 속성으로 Book 클래스를 정의하며 해당 클래스를 ProductCatalog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DynamoDBVersion 속성이 데코레이트된 클래스의VersionNumber 속성에는 버전
번호 값이 저장됩니다.

Example
[DynamoDBTable("ProductCatalog")]
public class Book
{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int Id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string Title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string ISBN { get; set; }
[DynamoDBProperty("Authors")]
public List<string> BookAuthors { get; set; }
[DynamoDBVersion]
public int? VersionNumber { get; set; }
}

Note
DynamoDBVersion 속성은 int?와 같이 null이 허용된 숫자 기본 유형으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낙관적 잠금 전략은 DynamoDBContext 작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끼칩니다.
• 새로운 항목이 있을 경우, DynamoDBContext는 초기 버전 번호를 0으로 할당합니다. 이후 기존 항목을
검색하고 해당 속성을 하나 이상 업데이트한 후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고 해도 클라이언트 측 버전 번호와
서버 측 버전 번호가 일치해야만 저장 작업이 성공합니다. DynamoDBContext는 버전 번호를 증가시킵니
다. 버전 번호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Delete 메서드는 기본 키 값 또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는 오버로드
를 제공합니다.

Example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
// Load a book.
Book book = context.Load<ProductCatalog>(111);
// Do other operations.
// Delete 1 - Pass in the book object.
context.Delete<ProductCatalog>(book);
// Delete 2 - Pass in the Id (primary key)
context.Delete<ProductCatalog>(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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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파라미터로 제공하는 경우 객체 버전이 서버 측 해당 항목 버전과 일치해야만 삭제가 성공합니다.
그러나 기본 키 값을 파라미터로 제공하는 경우 DynamoDBContext는 어떤 버전 번호도 알 수 없으며 버
전 확인 없이 항목을 삭제합니다.
단, 낙관적 잠금을 객체 지속성 모델 코드로 내부 구현할 경우에는 DynamoDB의 조건부 업데이트와 조건
부 API 작업 삭제를 사용합니다.

낙관적 잠금 비활성화
낙관적 잠금을 비활성화하려면 SkipVersionCheck 구성 속성을 사용합니다. DynamoDBContext를 만들
때 이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요청에 대해 낙관적 잠금이
비활성화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Context에 대한 옵션 파라미터 지정 (p. 245)을 참조하십시오.
속성을 컨텍스트 수준에 설정하는 대신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특정 작업에 대한 낙관적 잠금을 비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책 항목을 삭제합니다. Delete 메서드는 선택적
SkipVersionCheck 속성을 true로 설정하여 버전 확인을 비활성화합니다.

Example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 Load a book.
Book book = context.Load<ProductCatalog>(111);
...
// Delete the book.
context.Delete<Book>(book, new DynamoDBContextConfig { SkipVersionCheck = true });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임의 데이터 매핑
지원되는 .NET 형식(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p. 245) 참조)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적으로 Amazon
DynamoDB 형식에 매핑되지 않는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임의 형식에서 DynamoDB 형식으
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할 수 있는 변환기가 있는 한 객체 지속성 모델은 임의 형식의 데이터 저장을 지원합
니다. 객체를 저장하거나 로드하는 동안 변환기 코드가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어떤 유형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DynamoDB 형식
중 하나이며 쿼리 및 스캔이 진행되는 동안 Dynamo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비교가 수행
됩니다.
다음의 C# 코드 예제에서는 Id, Title, ISBN 및 Dimension 속성을 사용하여 Book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Dimension 속성은 Height, Width 및 Thickness 속성을 기술하는 DimensionType에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는 데이터를 DimensionType 및 DynamoDB 문자열 형식 간에 전환하는
변환기 메서드 ToEntry 및 FromEntry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Book 인스턴스를 저장할 때 변환기는
"8.5x11x.05"와 같은 책 Dimension 문자열을 생성합니다. 책을 검색하면 문자열이 DimensionType 인스
턴스로 변환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Book 유형을 ProductCatalog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샘플 Book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해
당 인스턴스를 검색하고, 해당 차원을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Book을 다시 저장합니다.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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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ataModel;
using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using Amazon.Runtime;
using Amazon.SecurityToken;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HighLevelMappingArbitraryData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 1. Create a book.
DimensionType myBookDimensions = new DimensionType()
{
Length = 8M,
Height = 11M,
Thickness = 0.5M
};

Data",

Book myBook = new Book
{
Id = 501,
Title = "AWS SDK for .NET Object Persistence Model Handling Arbitrary

};

ISBN = "999-9999999999",
Book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Author 2" },
Dimensions = myBookDimensions

context.Save(myBook);
// 2. Retrieve the book.
Book bookRetrieved = context.Load<Book>(501);
// 3. Update property (book dimensions).
bookRetrieved.Dimensions.Height += 1;
bookRetrieved.Dimensions.Length += 1;
bookRetrieved.Dimensions.Thickness += 0.2M;
// Update the book.
context.Save(bookRetrieved);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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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oDBTable("ProductCatalog")]
public class Book
{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int Id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string Title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string ISBN
{
get; set;
}
// Multi-valued (set type) attribute.
[DynamoDBProperty("Authors")]
public List<string> BookAuthors
{
get; set;
}
// Arbitrary type, with a converter to map it to DynamoDB type.
[DynamoDBProperty(typeof(DimensionTypeConverter))]
public DimensionType Dimensions
{
get; set;
}
}
public class DimensionType
{
public decimal Length
{
get; set;
}
public decimal Height
{
get; set;
}
public decimal Thickness
{
get; set;
}
}
// Converts the complex type DimensionType to string and vice-versa.
public class DimensionTypeConverter : IPropertyConverter
{
public DynamoDBEntry ToEntry(object value)
{
DimensionType bookDimensions = value as DimensionType;
if (bookDimensions == null) throw new ArgumentOutOfRangeException();
string data = string.Format("{1}{0}{2}{0}{3}", " x ",
bookDimensions.Length, bookDimensions.Height,
bookDimensions.Thickness);
DynamoDBEntry entry = new Primitive
{
Value =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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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entry;

public object FromEntry(DynamoDBEntry entry)
{
Primitive primitive = entry as Primitive;
if (primitive == null || !(primitive.Value is String) ||
string.IsNullOrEmpty((string)primitive.Value))
throw new ArgumentOutOfRangeException();
string[] data = ((string)(primitive.Value)).Split(new string[] { " x " },
StringSplitOptions.None);
if (data.Length != 3) throw new ArgumentOutOfRangeException();

}

}

}

DimensionType complexData = new DimensionType
{
Length = Convert.ToDecimal(data[0]),
Height = Convert.ToDecimal(data[1]),
Thickness = Convert.ToDecimal(data[2])
};
return complexData;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일괄 작업
일괄 쓰기 - 여러 항목 추가 및 삭제
단일 요청으로 테이블에서 여러 객체를 입력하거나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DynamoDBContext의 CreateBatchWrite 메서드를 실행하고 BatchWrit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
합니다.
• 입력 또는 삭제할 항목을 지정합니다.
•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입력하려면, AddPutItem 또는 AddPutItems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 한 개 이상의 항목을 삭제하려면 항목의 기본 키 또는 삭제할 항목에 매핑되는 클라이언트 측 객체를 지
정합니다. 삭제할 항목의 목록을 지정하려면 AddDeleteItem, AddDeleteItems 및 AddDeleteKey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 지정한 모든 항목을 테이블에서 입력 또는 제거하려면 BatchWrite.Execut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Note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배치의 작업 수를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mazon DynamoDB는 배치 작업 수 및 배치 작업의 총 배치 크기를 제한합니다. 특정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API에서 배치 쓰기 요청이 허용된 쓰기 요청 수 또는
허용된 최대 HTTP 페이로드 크기를 초과했음을 감지하면 배치 작업이 여러 개의 작은 배치 작업으
로 분할됩니다. 또한 배치 쓰기에 대한 응답이 처리되지 않은 항목을 반환하면 API는 이러한 처리되
지 않은 항목과 함께 다른 배치 요청을 자동으로 보냅니다.
DynamoDB의 ProductCatalog 테이블에 매핑되는 C# 클래스 Book 클래스를 정의한 경우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BatchWrite 객체를 사용하여 두 개의 항목을 업로드하고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한 개
의 항목을 삭제합니다.

Example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var bookBatch = context.CreateBatchWri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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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pecify two books to add.
Book book1 = new Book
{
Id = 902,
ISBN = "902-11-11-1111",
ProductCategory = "Book",
Title = "My book3 in batch write"
};
Book book2 = new Book
{
Id = 903,
ISBN = "903-11-11-1111",
ProductCategory = "Book",
Title = "My book4 in batch write"
};
bookBatch.AddPutItems(new List<Book> { book1, book2 });
// 2. Specify one book to delete.
bookBatch.AddDeleteKey(111);
bookBatch.Execute();

여러 테이블에서 객체를 입력하거나 삭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각 유형에 대해 BatchWrite 클래스의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입력
또는 삭제할 항목을 지정합니다.
•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MultiTableBatchWrite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 이전 단계에서 만든 BatchWrite 객체 중 하나에서 Combin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 BatchWrite 객체의 목록을 입력하여 MultiTableBatchWrite 유형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 DynamoDBContext의 CreateMultiTableBatchWrite 메서드를 실행하여 BatchWrite 객체의 목
록을 전달합니다.
• 지정된 입력 및 삭제 작업을 여러 테이블에서 실행하는 MultiTableBatchWrite의 Execut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DynamoDB의 Forum 및 Thread 테이블에 매핑되는 Forum 및 Thread C# 클래스를 정의한 경우 또
한 Thread 클래스의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배치 작업을 사용할 때 버전 관리가 지원되
지 않으므로 다음 C# 코드 예제와 같이 버전 관리를 명시적으로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MultiTableBatchWrite 객체를 사용하여 여러 테이블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Example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 Create BatchWrite objects for each of the Forum and Thread classes.
var forumBatch = context.CreateBatchWrite<Forum>();
DynamoDBOperationConfig config = new DynamoDBOperationConfig();
config.SkipVersionCheck = true;
var threadBatch = context.CreateBatchWrite<Thread>(config);
// 1. New Forum item.
Forum newForum = new Forum
{
Name = "Test BatchWrite Forum",
Threads = 0
};
forumBatch.AddPutItem(newForum);
// 2. Specify a forum to delete by specifying its primary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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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Batch.AddDeleteKey("Some forum");
// 3. New Thread item.
Thread newThread = new Thread
{
ForumName = "Amazon S3 forum",
Subject = "My sample question",
KeywordTags = new List<string> { "Amazon S3", "Bucket" },
Message = "Message text"
};
threadBatch.AddPutItem(newThread);
// Now run multi-table batch write.
var superBatch = new MultiTableBatchWrite(forumBatch, threadBatch);
superBatch.Execute();

사용 가능한 예제는 예: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일괄 쓰기 작업 (p. 256)를 참조
하세요.

Note
DynamoDB 배치 API는 배치 쓰기 수와 배치 크기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NET 객체 지속성 모델 API를 사용하는 경우, 원하는 수의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 작업 수 또는 크기가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NET API가 배치 쓰기 요청을 더 작은 배치
로 분할하고 여러 배치 쓰기 요청을 DynamoDB로 전송합니다.

일괄 가져오기: 여러 항목 가져오기
단일 요청으로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CreateBatchGe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 가져올 기본 키의 목록을 지정합니다.
• Execut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Results 속성의 항목이 반환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세 개의 항목을 검색합니다. 결과에서의 항목 순서
는 기본 키를 지정했던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Example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var bookBatch = context.CreateBatchGet<ProductCatalog>();
bookBatch.AddKey(101);
bookBatch.AddKey(102);
bookBatch.AddKey(103);
bookBatch.Execute();
// Process result.
Console.WriteLine(bookBatch.Results.Count);
Book book1 = bookBatch.Results[0];
Book book2 = bookBatch.Results[1];
Book book3 = bookBatch.Results[2];

여러 테이블에서 객체를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 각각의 유형에 대해 CreateBatchGet 유형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각 테이블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기본
키 값을 지정합니다.
•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MultiTableBatchGe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 이전 단계에서 만든 BatchGet 객체 중 하나에서 Combin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 BatchGet 객체의 목록을 입력하여 MultiBatchGet 유형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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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Context의 CreateMultiTableBatchGet 메서드를 실행하여 BatchGet 객체의 목록을
전달합니다.
• MultiTableBatchGet의 Execut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BatchGet 객체에서 유형이
지정된 결과가 반환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CreateBatchGet 메서드를 사용하여 Order 및 OrderDetail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검색합니다.

Example
var orderBatch = context.CreateBatchGet<Order>();
orderBatch.AddKey(101);
orderBatch.AddKey(102);
var orderDetailBatch = context.CreateBatchGet<OrderDetail>();
orderDetailBatch.AddKey(101, "P1");
orderDetailBatch.AddKey(101, "P2");
orderDetailBatch.AddKey(102, "P3");
orderDetailBatch.AddKey(102, "P1");
var orderAndDetailSuperBatch = orderBatch.Combine(orderDetailBatch);
orderAndDetailSuperBatch.Execute();
Console.WriteLine(orderBatch.Results.Count);
Console.WriteLine(orderDetailBatch.Results.Count);
Order order1 = orderBatch.Results[0];
Order order2 = orderDetailBatch.Results[1];
OrderDetail orderDetail1 = orderDetailBatch.Results[0];

예: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CRUD 작업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Id, Title, ISBN 및 Authors 속성을 사용하여 Book 클래스를 선언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객체 지속성 속성을 사용하여 이러한 속성을 Amazon DynamoDB의 ProductCatalog 테이블
로 매핑합니다. 그런 다음 이 예제는 DynamoDBContext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생성, 읽기, 업데이트 및 삭제
(CRUD) 작업을 설명합니다. 이 예제는 샘플 Book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저장
합니다. 그런 다음 책 항목을 검색하고 해당 ISBN 및 Authors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가 기존의
저자 목록을 대체한다는 것에 유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예제는 책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 예제에 사용되는 ProductCatalog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다음 예제는 동기식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NET Core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NET용 AWS 비동기식 API를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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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ataModel;
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HighLevelItemCRUD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TestCRUDOperations(context);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
private static void TestCRUDOperations(DynamoDBContext context)
{
int bookID = 1001; // Some unique value.
Book myBook = new Book
{
Id = bookID,
Title = "object persistence-AWS SDK for.NET SDK-Book 1001",
ISBN = "111-1111111001",
Book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Author 2" },
};
// Save the book.
context.Save(myBook);
// Retrieve the book.
Book bookRetrieved = context.Load<Book>(bookID);
// Update few properties.
bookRetrieved.ISBN = "222-2222221001";
bookRetrieved.BookAuthors = new List<string> { " Author 1", "Author x" }; //
Replace existing authors list with this.
context.Save(bookRetrieved);
// Retrieve the updated book. This time add the optional ConsistentRead
parameter using DynamoDBContextConfig object.
Book updatedBook = context.Load<Book>(bookID, new DynamoDBContextConfig
{
ConsistentRead = true
});
// Delete the book.
context.Delete<Book>(bookID);
// Try to retrieve deleted book. It should return null.
Book deletedBook = context.Load<Book>(bookID, new DynamoDBContextConfig
{
ConsistentRead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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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f (deletedBook == null)
Console.WriteLine("Book is deleted");

[DynamoDBTable("ProductCatalog")]
public class Book
{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int Id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string Title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string ISBN
{
get; set;
}
[DynamoDBProperty("Authors")] //String Set datatype
public List<string> BookAuthors
{
get; set;
}
}

예: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는 일괄 쓰기 작
업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Book, Forum, Thread 및 Reply 클래스를 선언한 후 객체 지속성 모델 속성을 사
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로 매핑합니다.
그런 다음 DynamoDBContext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배치 쓰기 작업을 설명합니다.
•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책 항목을 입력하고 삭제하는 BatchWrite 객체
• Forum 및 Thread 테이블에서 항목을 입력하고 삭제하는 MultiTableBatchWrite 객체
이번 예제에 사용되는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
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다음 예제는 동기식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NET Core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NET용 AWS 비동기식 API를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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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ataModel;
using Amazon.Runtime;
using Amazon.SecurityToken;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HighLevelBatchWriteItem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SingleTableBatchWrite(context);
MultiTableBatchWrite(context);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SingleTableBatchWrite(DynamoDBContext context)
{
Book book1 = new Book
{
Id = 902,
InPublication = true,
ISBN = "902-11-11-1111",
PageCount = "100",
Price = 10,
ProductCategory = "Book",
Title = "My book3 in batch write"
};
Book book2 = new Book
{
Id = 903,
InPublication = true,
ISBN = "903-11-11-1111",
PageCount = "200",
Price = 10,
ProductCategory = "Book",
Title = "My book4 in batch write"
};
var bookBatch = context.CreateBatchWrite<Book>();
bookBatch.AddPutItems(new List<Book> { book1, book2 });

}

Console.WriteLine("Performing batch write in SingleTableBatchWrite().");
bookBatch.Execute();

private static void MultiTableBatchWrite(DynamoDBContext context)
{

API 버전 2012-08-10
257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NET: 객체 지속성 모델
// 1. New Forum item.
Forum newForum = new Forum
{
Name = "Test BatchWrite Forum",
Threads = 0
};
var forumBatch = context.CreateBatchWrite<Forum>();
forumBatch.AddPutItem(newForum);
// 2. New Thread item.
Thread newThread = new Thread
{
ForumName = "S3 forum",
Subject = "My sample question",
KeywordTags = new List<string> { "S3", "Bucket" },
Message = "Message text"
};
DynamoDBOperationConfig config = new DynamoDBOperationConfig();
config.SkipVersionCheck = true;
var threadBatch = context.CreateBatchWrite<Thread>(config);
threadBatch.AddPutItem(newThread);
threadBatch.AddDeleteKey("some partition key value", "some sort key value");

}

}

var superBatch = new MultiTableBatchWrite(forumBatch, threadBatch);
Console.WriteLine("Performing batch write in MultiTableBatchWrite().");
superBatch.Execute();

[DynamoDBTable("Reply")]
public class Reply
{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string Id
{
get; set;
}
[DynamoDBRangeKey] //Sort key
public DateTime ReplyDateTime
{
get; set;
}

}

// Properties included implicitly.
public string Message
{
get; set;
}
// Explicit property mapping with object persistence model attributes.
[DynamoDBProperty("LastPostedBy")]
public string PostedBy
{
get; set;
}
// Property to store version number for optimistic locking.
[DynamoDBVersion]
public int? Version
{
get; set;
}

[DynamoDBTable("Thread")]
public class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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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K mapping.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string ForumName
{
get; set;
}
[DynamoDBRangeKey]
//Sort key
public String Subject
{
get; set;
}
// Implicit mapping.
public string Message
{
get; set;
}
public string LastPostedBy
{
get; set;
}
public int Views
{
get; set;
}
public int Replies
{
get; set;
}
public bool Answered
{
get; set;
}
public DateTime LastPostedDateTime
{
get; set;
}
// Explicit mapping (property and table attribute names are different.
[DynamoDBProperty("Tags")]
public List<string> KeywordTags
{
get; set;
}
// Property to store version number for optimistic locking.
[DynamoDBVersion]
public int? Version
{
get; set;
}

[DynamoDBTable("Forum")]
public class Forum
{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 All the following properties are explicitly mapped,
// only to show how to provide mapping.
[DynamoDBProperty]
public int Threads
{
get; 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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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oDBProperty]
public int Views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string LastPostBy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DateTime LastPostDateTime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int Messages
{
get; set;
}

[DynamoDBTable("ProductCatalog")]
public class Book
{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Title
{
get; set;
}
public string ISBN
{
get; set;
}
public int Price
{
get; set;
}
public string PageCount
{
get; set;
}
public string ProductCategory
{
get; set;
}
public bool InPublication
{
get; set;
}
}

예: AWS SDK for .NET 객체 지속성 모델을 사용하여 DynamoDB
에서 쿼리 및 스캔
이 섹션의 C# 예제는 다음 클래스를 정의하여 DynamoDB의 테이블에 매핑합니다. 이번 예제에 사용된 테이
블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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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클래스가 ProductCatalog 테이블로 매핑됩니다.
• Forum, Thread 및 Reply 클래스가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로 매핑됩니다.
그런 다음 이 예제는 DynamoDBContext를 사용하여 다음의 쿼리 및 스캔 작업을 실행합니다.
• Id로 책을 가져옵니다.
ProductCatalog 테이블에 기본 키로 Id가 있습니다. 정렬 키는 기본 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
라서 테이블에 대한 쿼리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Id 값을 사용하여 항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Reply 테이블에 대해 다음 쿼리를 실행합니다. (Reply 테이블의 기본 키는 Id 및 ReplyDateTime 속성
으로 구성됩니다. ReplyDateTime은 정렬 키이므로 이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5일간 게시된 포럼 스레드의 댓글을 찾습니다.
• 특정 기간 게시된 포럼 스레드의 댓글을 찾습니다.
•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0보다 작은 책을 찾습니다.
성능 문제 때문에 스캔 작업 대신 쿼리 작업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이블 스캔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
다. 데이터 입력 오류가 있으며 책 가격이 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예제는 ProductCategory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0 미만인 책 항목(ProductCategory = 책)을 찾습니다.
실제 예제를 작성하는 방법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다음 예제는 동기식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NET core에서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용 AWS 비동기식 API를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Configuration;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ataModel;
using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HighLevelQueryAndScan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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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Context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 Get an item.
GetBook(context, 101);
// Sample forum and thread to test queries.
string forumName = "Amazon DynamoDB";
string threadSubject = "DynamoDB Thread 1";
// Sample queries.
FindRepliesInLast15Days(context, 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context, forumName, threadSubject);
// Scan table.
FindProductsPricedLessThanZero(context);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private static void GetBook(DynamoDBContext context, int productId)
{
Book bookItem = context.Load<Book>(productId);

}

Console.WriteLine("\nGetBook: Printing result.....");
Console.WriteLine("Title: {0} \n No.Of threads:{1} \n No. of messages: {2}",
bookItem.Title, bookItem.ISBN, bookItem.PageCount);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InLast15Days(DynamoDBContext context,
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DateTime twoWeeksAgo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15);
IEnumerable<Reply> latestReplies =
context.Query<Reply>(replyId, QueryOperator.GreaterThan, twoWeeksAgoDate);
Console.WriteLine("\nFindRepliesInLast15Days: Printing result.....");
foreach (Reply r in latestReplies)
Console.WriteLine("{0}\t{1}\t{2}\t{3}", r.Id, r.PostedBy, r.Message,
r.ReplyDateTime);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DynamoDBContext context,
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string forum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Console.WriteLine("\n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 Printing result.....");
DateTime start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30);
DateTime end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1);
IEnumerable<Reply> repliesInAPeriod = context.Query<Reply>(forumId,
QueryOperator.Between, startDate, endDate);
foreach (Reply r in repliesInAPeriod)
Console.WriteLine("{0}\t{1}\t{2}\t{3}", r.Id, r.PostedBy, r.Message,
r.ReplyDateTime);
}
private static void FindProductsPricedLessThanZero(DynamoDBContext context)
{
int price = 0;
IEnumerable<Book> itemsWithWrongPrice = context.Scan<Book>(
new ScanCondition("Price", ScanOperator.LessThan,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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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ScanCondition("ProductCategory", ScanOperator.Equal, "Book")
);
Console.WriteLine("\nFindProductsPricedLessThanZero: Printing result.....");
foreach (Book r in itemsWithWrongPrice)
Console.WriteLine("{0}\t{1}\t{2}\t{3}", r.Id, r.Title, r.Price, r.ISBN);

[DynamoDBTable("Reply")]
public class Reply
{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string Id
{
get; set;
}
[DynamoDBRangeKey] //Sort key
public DateTime ReplyDateTime
{
get; set;
}

}

// Properties included implicitly.
public string Message
{
get; set;
}
// Explicit property mapping with object persistence model attributes.
[DynamoDBProperty("LastPostedBy")]
public string PostedBy
{
get; set;
}
// Property to store version number for optimistic locking.
[DynamoDBVersion]
public int? Version
{
get; set;
}

[DynamoDBTable("Thread")]
public class Thread
{
// Partition key mapping.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string ForumName
{
get; set;
}
[DynamoDBRangeKey] //Sort key
public DateTime Subject
{
get; set;
}
// Implicit mapping.
public string Message
{
get; set;
}
public string LastPostedBy
{
get; set;
}
public int Views

API 버전 2012-08-10
26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NET: 객체 지속성 모델
{

}

get; set;
}
public int Replies
{
get; set;
}
public bool Answered
{
get; set;
}
public DateTime LastPostedDateTime
{
get; set;
}
// Explicit mapping (property and table attribute names are different).
[DynamoDBProperty("Tags")]
public List<string> KeywordTags
{
get; set;
}
// Property to store version number for optimistic locking.
[DynamoDBVersion]
public int? Version
{
get; set;
}

[DynamoDBTable("Forum")]
public class Forum
{
[DynamoDBHashKey]
public string Name
{
get; set;
}
// All the following properties are explicitly mapped
// to show how to provide mapping.
[DynamoDBProperty]
public int Threads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int Views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string LastPostBy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DateTime LastPostDateTime
{
get; set;
}
[DynamoDBProperty]
public int Messages
{
get; set;
}
}

API 버전 2012-08-10
26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코드 예시 실행

}

[DynamoDBTable("ProductCatalog")]
public class Book
{
[DynamoDBHashKey] //Partition key
public int Id
{
get; set;
}
public string Title
{
get; set;
}
public string ISBN
{
get; set;
}
public int Price
{
get; set;
}
public string PageCount
{
get; set;
}
public string ProductCategory
{
get; set;
}
public bool InPublication
{
get; set;
}
}

이 개발자 안내서의 코드 예시 실행
AWS SDK는 Amazon DynamoDB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다음 언어로 제공합니다.
• Java
• 브라우저에서의 JavaScript
• .NET
• Node.js
• PHP
• Python
• Ruby
• C++
• Go
• Android
• iOS
이러한 언어를 신속하게 사용하려면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개발자 안내서의 코드 예제에서는 다음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DynamoDB 작업을 보다 깊이 있
게 다룹니다.
• Java 코드 예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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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코드 예시 (p. 273)
이 연습을 시작하려면 먼저 AWS 계정을 생성하고, 액세스 키 및 보안 키를 얻고, 컴퓨터에서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설정(웹 서비
스) (p. 55)을 참조하십시오.

Note
DynamoDB 다운로드 가능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과 샘플 데이터를 생
성해야 합니다. 또한 각 AWS CLI 명령으로 --endpoint-url 파라미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
한 정보는 로컬 엔드포인트 설정 (p. 53)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
터 로드
이 자습서에서는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
런 다음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이들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이러한 테이블 및 데이터는 이 개발자 안내서에서 예제로 사용됩니다.

Note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DynamoDB의 다운로드 가능 버전을 사용하는 DynamoDB 및 AWS SDK 시
작하기 (p. 83) 단원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버전을 사용하면 처리량, 스토리지 또는 데이터 전송
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DynamoDB 하위 수준 API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제
• 1단계: 예시 테이블 생성 (p. 266)
• 2단계: 표에 데이터 로드 (p. 268)
• 3단계: 데이터 쿼리 (p. 269)
• 4단계: (선택 사항) 정리 (p. 270)
• 요약 (p. 271)

1단계: 예시 테이블 생성
이 단원에서는 2개의 간단한 사용 사례를 위해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해 Amazon DynamoDB에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사용 사례 1: 제품 카탈로그
DynamoDB에 제품 정보를 저장하려는 경우 각 제품에는 고유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제품에 대
해 다른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항목은 단일 수치 속성 Id로 고유하게 식별됩니
다.
테이블 이름

기본 키

ProductCatalog

파티션 키: Id(숫자)

사용 사례 2: 포럼 애플리케이션
전자 게시판 또는 토론 포럼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한다고 가정합니다. AWS 토론 포럼이 이러한 애플
리케이션의 한 예입니다. 고객이 개발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질문하거나, 다른 고객의 게시물에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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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수 있습니다. 각 AWS 서비스에는 전용 포럼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포럼에서 메시지를 게시하여 새 토론
스레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스레드에는 무제한으로 댓글이 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개의 테이블(Forum, Thread 및 Reply)을 생성하여 이 애플리케이션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

기본 키

Forum

파티션 키: Name(문자열)

Thread

파티션 키: ForumName(문자열)
정렬 키: Subject(문자열)
파티션 키: Id(문자열)

Reply

정렬 키: ReplyDateTime(문자열)
Reply 테이블에는 PostedBy-Message-Index라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Reply
테이블의 키가 아닌 속성 2개에 대한 쿼리를 지원합니다.
인덱스 이름

기본 키

PostedBy-Message-Index

파티션 키: PostedBy(문자열)
정렬 키: Message(문자열)

ProductCatalog 테이블 만들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3.

[Create DynamoDB table] 화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4.

a.

테이블 이름 상자에 ProductCatalog를 입력합니다.

b.

기본 키에 대해 파티션 키 상자에 Id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Number]로 설정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Forum 테이블 만들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3.

[Create DynamoDB table] 화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4.

a.

테이블 이름 상자에 Forum를 입력합니다.

b.

기본 키에 대해 파티션 키 상자에 Name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String]으로 설정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Thread 테이블 만들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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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ate DynamoDB table] 화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테이블 이름 상자에 Thread를 입력합니다.

b.

[Primary key]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파티션 키 상자에 ForumName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String]으로 설정합니다.
• [Add sort key]를 선택합니다.
• 정렬 키 상자에 Subject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String]으로 설정합니다.

4.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Reply 테이블 만들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3.

[Create DynamoDB table] 화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테이블 이름 상자에 Reply를 입력합니다.

b.

[Primary key]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파티션 키 상자에 Id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String]으로 설정합니다.
• [Add sort key]를 선택합니다.
• 정렬 키 상자에 ReplyDateTime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String]으로 설정합니다.

c.

[Table settings] 섹션에서 [Use default settings]를 지웁니다.

d.

[Secondary indexes] 섹션에서 [Add index]를 선택합니다.

e.

[Add index] 창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Primary key]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파티션 키 상자에 PostedBy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String]으로 설정합니다.
• [Add sort key]를 선택합니다.
• 정렬 키 상자에 Message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String]으로 설정합니다.
• 인덱스 이름 상자에 PostedBy-Message-Index를 입력합니다.
• [Projected attributes]를 [All]로 설정합니다.
• [Add index]를 선택합니다.

4.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2단계: 표에 데이터 로드
이 단계에서는 샘플 데이터를 생성된 테이블로 로드합니다. 데이터를 수동으로 Amazon DynamoDB 콘솔에
입력할 수 있지만 시간 절약을 위해 대신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합니다.

Note
AWS CLI를 아직 설정하지 않았다면 AWS CLI 사용 (p. 58)의 지침을 참조하세요.
각 테이블용 샘플 데이터를 포함하는 JSON 파일이 들어 있는 .zip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합니다. 각 파일에
대해 AWS CL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DynamoDB로 로드합니다. 데이터 로드가 성공할 때마다 다음 출력이
생성됩니다.
{
}

"Unprocessed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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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 파일 아카이브 다운로드
1.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샘플 데이터 아카이브(sampledata.zip)를 다운로드합니다.
• sampledata.zip

2.

아카이브에서 .json 데이터 파일을 추출합니다.

3.

.json 데이터 파일을 현재 디렉터리로 복사합니다.

샘플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로 로드
1.

ProductCatalog 테이블을 데이터와 함께 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ynamodb batch-write-item --request-items file://ProductCatalog.json

2.

Forum 테이블을 데이터와 함께 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ynamodb batch-write-item --request-items file://Forum.json

3.

Thread 테이블을 데이터와 함께 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ynamodb batch-write-item --request-items file://Thread.json

4.

Reply 테이블을 데이터와 함께 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ynamodb batch-write-item --request-items file://Reply.json

데이터 로드 확인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테이블로 로드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ProductCatalog를 선택합니다.

4.

[Items] 탭을 선택하여 테이블로 로드한 데이터를 봅니다.

5.

테이블에서 항목을 보려면 해당 항목의 Id를 선택합니다. (원할 경우 항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6.

테이블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Cancel]을 선택합니다.

생성한 다른 파일에 대해서도 각각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 Forum
• Thread
• Reply

3단계: 데이터 쿼리
이 단계에서는 Amazon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앞서 만든 테이블에서 몇 가지 간단한 쿼리를 수행해
봅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Reply(회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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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tems] 탭을 선택하여 테이블로 로드한 데이터를 봅니다.

5.

[Create item] 버튼 바로 아래에 있는 데이터 필터링 링크를 선택합니다.

링크를 선택하면 콘솔에 데이터 필터링 창이 표시됩니다.

6.

7.

데이터 필터링 창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b.

작업을 [Scan]에서 [Query]로 변경합니다.

c.

시작을 선택합니다. Reply 테이블에서 쿼리 기준과 일치하는 항목만 반환됩니다.

파티션 키에 대해 값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을 입력합니다.

Reply 테이블에는 PostedBy 및 Message 속성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링 창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a.

쿼리 소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Table] Reply: Id, ReplyDateTime
다음의 것들로 변경됩니다.
[Index] PostedBy-Message-Index: PostedBy, Message

b.

파티션 키에 대해 값 User A을 입력합니다.

c.

시작을 선택합니다. PostedBy-Message-Index 테이블에서 쿼리 기준과 일치하는 항목만 반환
됩니다.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다른 테이블도 잠시 살펴봅니다.
• ProductCatalog
• Forum
• Thread

4단계: (선택 사항) 정리
이러한 샘플 테이블은 하위 수준 API 및 다양한 AWS SDK를 사용한 테이블 및 항목 작업을 예시하기 위해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전체에서 사용됩니다. 이 가이드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예정이라면 이러
한 테이블이 참조용으로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이블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
은 리소스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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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ProductCatalog를 선택합니다.

4.

[Delete Table]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생성한 다른 파일에 대해서도 각각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 포럼
• Thread
• Reply

요약
이 연습에서는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DynamoDB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하고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작업을 수
행했습니다.
콘솔 및 AWS CLI는 빠르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DynamoDB 작동 방식은 무엇인지,
DynamoDB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더 자세한 내용을 학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 개발자 안내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룹니다.

Java 코드 예
주제
• Java: AWS 보안 인증 정보 설정 (p. 272)
• Java: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 설정 (p. 272)
이 개발자 안내서에는 Java 코드 조각과 실행 준비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이들 코
드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
• DynamoDB의 쿼리 작업 (p. 424)
• DynamoDB에서 스캔 작업 (p. 441)
•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향상 (p. 492)
• Java: DynamoDBMapper (p. 168)
•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
Eclipse와 함께 AWS 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여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능의 IDE 외에 자
동 업데이트가 포함된 AWS SDK for Java와 사전 구성된 AWS 애플리케이션 개발 템플릿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Java 코드 예제를 실행하려면(Eclipse 사용)
1.

Eclipse IDE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AWS Toolkit for Eclipse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3.

Eclipse를 시작하고 Eclipse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기타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4.

Select a wizard에서 AWS, AWS Java Project, Next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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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eate an AWS Java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b.

프로젝트 이름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Select Account의 목록에서 자격 증명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AWS Toolkit for Eclipse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Configure AWS Accounts(계정 구성)를 선택하여
AWS 보안 인증 정보를 설정합니다.

6.

프로젝트를 생성하려면 Finish를 선택합니다.

7.
8.

Eclipse 메뉴에서 File, New, Class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Java Class(Java 클래스)에서 이름에 클래스 이름을 입력(실행하려는 코드 예제와 동일한 이름 사용)한
다음 마침을 선택하여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설명서 페이지에서 코드 예제를 Eclipse 에디터로 복사합니다.

9.

10. 코드를 실행하려면 Eclipse 메뉴에서 실행을 선택합니다.
SDK for Java는 DynamoDB 작업을 위한 스레드 세이프(thread-safe)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로
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하나를 생성한 후 스레드 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Java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이 안내서의 코드 예제는 AWS SDK for Java의 최신 버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AWS Toolkit for Eclipse를 사용하는 경우 SDK for Java에 대해 자동 업데이트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Eclipse에서 이렇게 하려면 기본 설정으로 이동하고 AWS Toolkit, AWS SDK for Java,
Download new SDKs automatically(새 SDK를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Java: AWS 보안 인증 정보 설정
SDK for Java에서는 런타임에 애플리케이션에 AWS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의 코드 예시에
서는 AWS SDK for Java 개발자 안내서의 AWS 보안 인증 정보 설정에 설명된 대로 AWS 보안 인증 정보 파
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은 ~/.aws/credentials라는 AWS 자격 증명 파일의 예입니다. 여기서 물결 문자(~)는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입니다.
[default]
aws_access_key_id = AWS access key ID goes here
aws_secret_access_key = Secret key goes here

Java: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 설정
기본적으로 코드 예제는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에서 DynamoDB에 액세스합니다. AmazonDynamoDB 속성
을 수정하여 리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새 AmazonDynamoDB를 인스턴스화합니다.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regions.Regions;
...
// This client will default to US West (Oregon)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
.withRegion(Regions.US_WEST_2)
.build();

withRegion 메서드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리전의 DynamoDB에 대해서도 코드를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전체 목록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에서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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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로컬로 DynamoDB를 사용하여 코드 예제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엔드포인트를 설정합니다.

AWS SDK V1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withEndpointConfiguration(
new AwsClientBuilder.EndpointConfiguration("http://localhost:8000", "us-west-2"))
.build();

AWS SDK V2
DynamoDbClient client = DynamoDbClient.builder()
.endpointOverride(URI.create("http://localhost:8000"))
// The region is meaningless for local DynamoDb but required for client builder
validation
.region(Region.US_EAST_1)
.credentialsProvider(StaticCredentialsProvider.create(
AwsBasicCredentials.create("dummy-key", "dummy-secret")))
.build();

.NET 코드 예시
주제
• .NET: AWS 보안 인증 정보 설정 (p. 274)
• .NET: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 설정 (p. 274)
이 안내서에는 .NET 코드 조각과 실행 준비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이들 코드 예제
를 찾을 수 있습니다.
•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
• DynamoDB의 쿼리 작업 (p. 424)
• DynamoDB에서 스캔 작업 (p. 441)
•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향상 (p. 492)
• .NET: 문서 모델 (p. 215)
• .NET: 객체 지속성 모델 (p. 238)
•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
AWS SDK for .NET 및 Toolkit for Visual Studio를 함께 사용하면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NET 코드 예제를 실행하려면((Visual Studio 사용)
1.
2.
3.

Microsoft Visual Studio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Toolkit for Visual Studio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Visual Studio를 시작합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4.
5.

New Project에서 AWS Empty Project를 선택한 다음 OK를 선택합니다.
AWS Access Credentials에서 Use existing profile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자격 증명 프로필을 선택한 다
음 OK를 선택합니다.
Toolkit for Visual Studio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Use a new profile(새 프로필 사용)을 선택하여 AWS 자
격 증명을 설정합니다.

6.

Visual Studio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Program.cs) 탭을 선택합니다. 설명서 페이지에서 코
드 예제를 Visual Studio 에디터로 복사하여 에디터에 표시된 일체의 코드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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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형 또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찾을 수 없습니다. 형식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이
DynamoDB용 AWS SDK 어셈블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a.
b.
c.
d.

8.

Solution Exploer에서 프로젝트의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Manage NuGet
Packages를 선택합니다.
NuGet Package Manager에서 Browse를 선택합니다.
검색 상자에 AWSSDK.DynamoDBv2를 입력하고 검색이 완료되기를 기다립니다.
AWSSDK.DynamoDBv2를 선택한 다음 설치를 선택합니다.

e. 설치가 완료되면 Program.cs 탭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코드를 실행하려면 Visual Studio 도구 모음에서 시작을 선택합니다.

AWS SDK for .NET은 DynamoDB 작업을 위한 스레드 세이프(thread-safe)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애플리케이션에서 클라이언트 하나를 생성한 후 스레드 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NET을 참조하세요.

Note
이 안내서의 코드 예제는 AWS SDK for .NET의 최신 버전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NET: AWS 보안 인증 정보 설정
AWS SDK for .NET에서는 런타임에 애플리케이션에 AWS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의 코드
예시에서는 AWS SDK for .NET 개발자 안내서의 SDK 스토어 사용에 설명된 대로 SDK 스토어를 사용하여
AWS 보안 인증 정보 파일을 관리한다고 가정합니다.
Toolkit for Visual Studio는 계정 수에 제한 없이 다수의 자격 증명 집합을 지원합니다. 각 집합을 프로필이라
고 부릅니다. Visual Studio는 애플리케이션이 런타임 도중에도 AWS 자격 증명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
의 App.config 파일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Toolkit for Visual Studio를 사용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 생성되는 기본 App.config 파
일을 보여줍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
<configuration>
<appSettings>
<add key="AWSProfileName" value="default"/>
<add key="AWSRegion" value="us-west-2" />
</appSettings>
</configuration>

런타임에 프로그램은 AWSProfileName 항목에 지정된 대로 default 자격 증명의 AWS 집합을 사용합니
다. AWS 자격 증명 자체는 암호화된 형식으로 SDK 스토어에 보관됩니다. Toolkit for Visual Studio는 Visual
Studio 안에서 자격 증명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Toolkit for Visual Studio 사용 설명서에서 보안 인증 정보 지정을 참조하세요.

Note
기본적으로 코드 예제는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에서 DynamoDB에 액세스합니다. App.config 파일
의 AWSRegion 항목을 수정하여 리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Region은 DynamoDB를 사용할
수 있는 어느 리전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에서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NET: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 설정
기본적으로 코드 예제는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에서 DynamoDB에 액세스합니다. App.config 파일의
AWSRegion 항목을 수정하여 리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AmazonDynamoDBClient 속성을 수정하여
리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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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새 AmazonDynamoDBClient를 인스턴스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수정되어 코드가
다른 리전의 DynamoDB에 대해 실행됩니다.
AmazonDynamoDBConfig clientConfig = new AmazonDynamoDBConfig();
// This client will access the US East 1 region.
clientConfig.RegionEndpoint = RegionEndpoint.USEast1;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clientConfig);

전체 리전 목록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에서 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컴퓨터에서 로컬로 DynamoDB를 사용하여 코드 예제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엔드포인트를 설정합니다.
AmazonDynamoDBConfig clientConfig = new AmazonDynamoDBConfig();
// Set the endpoint URL
clientConfig.ServiceURL = "http://localhost:8000";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client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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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항목, 쿼리, 스캔 및 인덱스 작
업
이 단원에는 Amazon DynamoDB에서의 테이블, 항목, 및 쿼리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제
•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
• 읽기 및 쓰기 작업 수행 (p. 341)
•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향상 (p. 492)
• DynamoDB Transactions를 사용하여 복잡한 워크플로 관리 (p. 568)
• Amazon DynamoDB를 사용하여 변경 데이터 캡처 (p. 579)
• DynamoDB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사용 (p. 629)
• DynamoDB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 (p. 650)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이 단원에서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및 AWS SDK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이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콘솔 사용 (p. 57)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이 단원에서는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거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수동으로 설정하여 처리
용량에 대한 추가 정보도 제공합니다.
주제
•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기본 작업 (p. 276)
• 읽기/쓰기 용량 모드 변경 시 고려 사항 (p. 282)
• 테이블 클래스 선택 시 고려 사항 (p. 283)
•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 DynamoDB 항목 크기 및 형식 (p. 287)
•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p. 288)
• 글로벌 테이블 - DynamoDB의 다중 리전 복제 (p. 302)
• 리소스에 태그 및 레이블 추가 (p. 326)
• Java에서 DynamoDB 테이블 작업 (p. 329)
• .NET에서 DynamoDB 테이블 작업 (p. 334)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기본 작업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Amazon DynamoDB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몇 가지 기
본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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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테이블 생성 (p. 277)
• 테이블 설명 (p. 280)
• 테이블 업데이트 (p. 280)
• 테이블 삭제 (p. 281)
• 테이블 이름 나열 (p. 281)
•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할당량 설명 (p. 282)

테이블 생성
Cre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테이블 이름 이름은 DynamoDB 이름 지정 규칙에 맞아야 하고, 현재의 AWS 계정과 리전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에서 People 테이블을 생성하고 유럽(아일랜드)에서 또 하
나의 People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테이블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및 이름 지정 규칙 (p. 11)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키. 속성 한 개(파티션 키) 또는 두 개(파티션 키와 정렬 키)로 기본 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HASH(파
티션 키) 및 RANGE(정렬 키)에 대해 속성 이름과 데이터 유형, 그리고 각 속성의 역할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본 키 (p. 5)을 참조하십시오.
• 처리량 설정(프로비저닝된 테이블의 경우) 프로비저닝된 모드를 사용 중인 경우 테이블의 초기 읽기 및 쓰
기 처리량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설정을 수정하거나 DynamoDB Auto Scaling을 활성화
하여 설정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및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p. 288) 단원을 참조
하세요.

예 1: 프로비저닝된 테이블 생성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테이블(Music)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기본 키는 Artist(파티션 키)와
SongTitle(정렬 키)로 구성되며, 각각의 데이터 형식은 String입니다. 이 테이블의 최대 처리량은 읽기 용
량 단위 10개, 쓰기 용량 단위 5개입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다음과 같이 CreateTable 작업은 이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반환합니다.
{

"TableDescription": {
"Table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rtist",
"AttributeType":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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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Name": "SongTitle",
"AttributeType": "S"

}

}

}
],
"ProvisionedThroughput": {
"NumberOfDecreasesToday": 0,
"WriteCapacityUnits": 5,
"ReadCapacityUnits": 10
},
"TableSizeBytes": 0,
"TableName": "Music",
"TableStatus": "CREATING",
"TableId": "12345678-0123-4567-a123-abcdefghijkl",
"KeySchema": [
{
"KeyType": "HASH",
"AttributeName": "Artist"
},
{
"KeyType": "RANGE",
"AttributeName": "SongTitle"
}
],
"ItemCount": 0,
"CreationDateTime": 1542397215.37

TableStatus 요소는 테이블의 현재 상태(CREATING)를 나타냅니다. ReadCapacityUnits 및
WriteCapacityUnits에 지정한 값에 따라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값이 크면
DynamoDB에서 테이블에 더 많은 리소스를 할당해야 합니다.

예 2: 온디맨드 테이블 생성
온디맨드 모드를 사용하여 동일한 Music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billing-mode=PAY_PER_REQUEST

다음과 같이 CreateTable 작업은 이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반환합니다.
{

"TableDescription": {
"Table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rtist",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SongTitle",
"AttributeType": "S"
}
],
"ProvisionedThrough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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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OfDecreasesToday": 0,
"WriteCapacityUnits": 0,
"ReadCapacityUnits": 0

}

}

},
"TableSizeBytes": 0,
"TableName": "Music",
"BillingModeSummary": {
"BillingMode": "PAY_PER_REQUEST"
},
"TableStatus": "CREATING",
"TableId": "12345678-0123-4567-a123-abcdefghijkl",
"KeySchema": [
{
"KeyType": "HASH",
"AttributeName": "Artist"
},
{
"KeyType": "RANGE",
"AttributeName": "SongTitle"
}
],
"ItemCount": 0,
"CreationDateTime": 1542397468.348

Important
온디맨드 테이블에서 DescribeTable을 호출할 경우 읽기 용량 단위와 쓰기 용량 단위는 0으로 설
정됩니다.

예 3: DynamoDB Standard-Infrequent Access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여 테이블
생성
DynamoDB Standard-Infrequent Access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여 동일한 Music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
--table-class STANDARD_INFREQUENT_ACCESS

다음과 같이 CreateTable 작업은 이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반환합니다.
{

"TableDescription": {
"Table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Artist",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SongTitle",
"AttributeType":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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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visionedThroughput": {
"NumberOfDecreasesToday": 0,
"WriteCapacityUnits": 5,
"ReadCapacityUnits": 10
},
"TableClassSummary": {
"LastUpdateDateTime": 1542397215.37,
"TableClass": "STANDARD_INFREQUENT_ACCESS"
},
"TableSizeBytes": 0,
"TableName": "Music",
"TableStatus": "CREATING",
"TableId": "12345678-0123-4567-a123-abcdefghijkl",
"KeySchema": [
{
"KeyType": "HASH",
"AttributeName": "Artist"
},
{
"KeyType": "RANGE",
"AttributeName": "SongTitle"
}
],
"ItemCount": 0,
"CreationDateTime": 1542397215.37

테이블 설명
테이블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DescribeTable 작업을 사용합니다. 테이블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DescribeTable 출력은 CreateTable 출력의 형식과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테이블이 생성된 타임스탬프,
해당 키 스키마, 해당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 해당 예상 크기 및 보조 인덱스(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Important
온디맨드 테이블에서 DescribeTable을 호출할 경우 읽기 용량 단위와 쓰기 용량 단위는 0으로 설
정됩니다.

Example
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Music

TableStatus가 CREATING에서 ACTIVE로 변경되면 테이블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Note
CreateTable 요청 직후에 DescribeTable 요청을 실행하면 DynamoDB는 오류
(ResourceNotFoundException)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DescribeTable이 eventually
consistent query를 사용하여 당장은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몇 초
기다린 후 DescribeTable 요청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요금을 청구하기 위해 DynamoDB 스토리지 비용에는 100바이트의 항목별 오버헤드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항목별로 추가된 100바이트는 용량 단위
계산이나 DescribeTable 작업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테이블 업데이트
UpdateTable 작업을 통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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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수정합니다(프로비저닝된 모드 테이블의 경우).
• 테이블의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변경합니다.
• 테이블에서 전역 보조 인덱스를 조작합니다(DynamoDB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494) 참조).
• 테이블에서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
터 캡처 (p. 589) 참조).

Example
다음 AWS CLI 예제는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table-name Music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20,WriteCapacityUnits=10

Note
UpdateTable 요청을 실행하면 테이블 상태가 AVAILABLE에서 UPDATING으로 바뀝니다.
UPDATING 상태라고 해도 테이블 사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테이블 상태가
다시 UPDATING에서 AVAILABLE로 바뀝니다.

Example
다음 AWS CLI 예제는 테이블의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온디맨드 모드로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table-name Music \
--billing-mode PAY_PER_REQUEST

테이블 삭제
DeleteTable 작업으로 미사용 테이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삭제 작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mple
다음 AWS CLI 예제는 대기열을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dynamodb delete-table --table-name Music

DeleteTable 요청을 실행하면 테이블의 상태가 ACTIVE에서 DELETING으로 바뀝니다. 사용하는 리소스
(예: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테이블의 스트림 또는 인덱스 등)에 따라 테이블을 삭제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DeleteTable 작업이 종료되면 DynamoDB에는 해당 테이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이름 나열
ListTables 작업은 현재 AWS 계정 및 리전의 DynamoDB 테이블 이름을 반환합니다.

Example
다음 AWS CLI 예제는 DynamoDB 테이블 이름을 나열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dynamodb list-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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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저닝된 처리량 할당량 설명
DescribeLimits 작업은 현재 AWS 계정 및 리전의 현재 읽기 및 쓰기 용량 할당량을 반환합니다.

Example
다음 AWS CLI 예제는 현재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할당량을 설명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dynamodb describe-limits

출력을 통해 현재 AWS 계정 및 리전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의 상한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당량과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처리량 기본 할당량 (p. 126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읽기/쓰기 용량 모드 변경 시 고려 사항
24시간마다 한 번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Amazon DynamoDB에서 읽기/쓰기 용량 모드
를 업데이트할 때 다음을 고려하세요.

용량 관리
테이블을 프로비저닝된 모드에서 온디맨드 모드로 업데이트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
되는 읽기 및 쓰기 처리량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을 온디맨드 모드에서 프로비저닝된 모드로 업데이트할 때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 중인 경우 콘솔은 지난 30분 동안 테이블 및 전역 보조 인덱스의 사용
된 읽기 및 쓰기 용량을 기준으로 초기 프로비저닝된 용량 값을 추정합니다. 이러한 권장 값을 재정의하려
면 Override recommended values를 선택합니다.
•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 중인 경우 Amazon CloudWatch로 사용 내역
(ConsumedWriteCapacityUnits 및 ConsumedReadCapacityUnits 지표)을 조회하여 테이블 및 글
로벌 보조 인덱스에 적절한 프로비저닝된 용량 설정을 선택하여 새로운 처리량 설정을 결정합니다.

Note
글로벌 테이블을 프로비저닝 모드로 전환할 경우, 새 처리량 설정을 결정할 때 기본 테이블과 글
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모든 리전 복제본에서 최대 사용량을 조회하십시오.

Auto Scaling 관리
테이블을 프로비저닝된 모드에서 온디맨드 모드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 콘솔을 사용 중인 경우 모든 Auto Scaling 설정(있는 경우)이 삭제됩니다.
•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 중인 경우 모든 Auto Scaling 설정이 유지됩니다. 테이블을 프로비저닝
된 청구 모드로 다시 업데이트할 때 이러한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온디맨드 모드에서 프로비저닝된 모드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 콘솔을 사용 중인 경우 DynamoDB에서 다음 기본값을 사용하여 Auto Scaling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
다.
• 목표 사용률: 70%
• 최소 프로비저닝 용량: 5 단위
• 최대 프로비저닝 용량: 리전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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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I 또는 SDK를 사용 중인 경우 이전 Auto Scaling 설정(있는 경우)이 유지됩니다.

테이블 클래스 선택 시 고려 사항
DynamoDB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두 가지 테이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DynamoDB
Standard 테이블 클래스가 기본값이며 대다수의 워크로드에 권장됩니다. DynamoDB Standard-Infrequent
Access(DynamoDB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는 스토리지 비용이 많이 드는 테이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로그, 이전 소셜 미디어 게시물, 전자 상거래 주문 내역 및 과거 게임 성과 같이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은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에 적합합니다.
모든 DynamoDB 테이블은 테이블 클래스와 연결됩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 클래스를 설정하고(기
본적으로 DynamoDB Standard),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기존 테
이블의 테이블 클래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또한 단일 리전 테이블(글로벌 테이블이 아
닌 테이블)에 대해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테이블 클래스를 관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각 테이블
클래스는 데이터 스토리지와 읽기 및 쓰기 요청에 대해 서로 다른 요금이 적용됩니다. 테이블의 테이블 클래
스를 선택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DynamoDB Standard 테이블 클래스는 DynamoDB Standard-IA보다 낮은 처리량 비용을 제공하며 처리량
이 가장 중요한 테이블에서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입니다.
• DynamoDB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는 DynamoDB Standard보다 저렴한 스토리지 비용을 제공하며 스
토리지 비용이 가장 큰 테이블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옵션입니다. 스토리지가 DynamoDB Standard 테이
블 클래스를 사용하는 테이블의 처리량(읽기 및 쓰기)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DynamoDB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면 총 테이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DynamoDB Standard-IA 테이블은 DynamoDB Standard 테이블과 성능, 내구성 및 가용성이 동일합니다.
• DynamoDB Standard와 DynamoDB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 간을 전환할 때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변
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클래스와 관계없이 동일한 DynamoDB API와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 DynamoDB Standard-IA 테이블은 자동 크기 조정, 온디맨드 모드, 유지 시간(TTL), 온디맨드 백업,
PITR(특정 시점으로 복구)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와 같은 기존 DynamoDB 기능과 모두 호환됩니다.
테이블의 가장 비용 효율적인 테이블 클래스는 테이블의 예상 스토리지 및 처리량 사용 패턴에 따라 달라집
니다. AWS 비용 및 사용 보고서와 AWS Cost Explorer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과거 스토리지 및 처리량 비용
및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테이블 클래스
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WS 비용 및 사용 보고서와 AWS Cost Explorer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테이블 클래스 요금 세부 정보는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Note
테이블 클래스 업데이트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테이블 클래스 업데이트 중에도 여전히 테
이블에 정상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클래스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은 테이블 트래픽, 스
토리지 크기 및 기타 관련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30일 후행 기간에는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클래스
업데이트가 2개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Amazon DynamoDB에서 프로비저닝된 테이블을 새로 생성할 때는 프로비저닝된 처리 용량을 지정해야 합
니다. 이는 테이블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읽기 및 쓰기 활동의 양입니다. DynamoDB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처
리량 요구 사항에 맞는 충분한 시스템 리소스를 예약합니다.

Note
서버, 스토리지 또는 처리량에 대한 용량 설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 온디맨드 모드 테이블을 대
신 생성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이전에 도달한 트래픽 수준까지 확장 또는 축소할 때 즉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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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드를 수용합니다. 워크로드 트래픽 수준이 새로운 피크를 기록할 경우에는 DynamoDB가 워크
로드를 수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정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온디맨드 모드 (p. 16)을 참조하
십시오.
아니면 DynamoDB Auto Scaling에서 테이블의 처리 용량을 관리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
게 해도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읽기 및 쓰기 용량의 초기 설정은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 Auto Scaling은
이러한 초기 설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에 따라 동적으로 이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p. 288)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및 액세스 요구 사항이 변화함에 따라 테이블의 처리량 설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워크로드에 맞게 처리량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처리 용량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스토어
에서 새 DynamoDB 테이블로 데이터를 대량 로드해야 할 경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쓰기 처리
량 설정을 크게 하여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 데이터 대량 로드가 완료되면 이 설정을 줄여도 됩니다.
처리량 요구 사항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초당 읽거나 써야 하는 데이터 양인 용량 단위를 기준으로 지정합니
다. 필요하면 나중에 이러한 설정을 수정하거나 DynamoDB Auto Scaling을 활성화하여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읽기 용량 단위 (p. 284)
• 쓰기 용량 단위 (p. 285)
• 제한 및 버스트 용량 요청 (p. 286)
• 제한 및 조정 용량 요청 (p. 286)
• 초기 처리량 설정 선택 (p. 286)
• 처리량 설정 수정 (p. 287)

읽기 용량 단위
읽기 용량 단위 1은 초당 강력히 일관된 읽기 1 또는 초당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2(최대 4KB 크기 항목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Note
DynamoDB 읽기 일관성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성 (p. 15) 단원을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할당된 읽기 용량 단위 10개로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 4KB의 항
목에 대해 초당 강력히 일관된 읽기 10회 또는 초당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20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KB보다 큰 항목을 읽을 때는 읽기 용량 단위가 더 많이 소비됩니다. 예를 들어, 8KB(4KB × 2)인 항목의 강
력히 일관된 읽기에는 읽기 용량 단위 2가 소비됩니다. 같은 항목의 최종적 일관된 읽기에서는 읽기 용량 단
위 1개만 소비합니다.
읽기 항목 크기는 다음 4KB 배수로 반올림됩니다. 예를 들어, 3,500바이트의 항목을 읽으려면 4KB 항목을
읽을 때와 동일한 처리량이 소비됩니다.

읽기 용량 단위 소비량
다음은 DynamoDB 읽기 작업이 어떻게 읽기 용량 단위를 소비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 GetItem - 테이블에서 단일 항목을 읽습니다. GetItem에 사용되는 용량 단위 수를 결정하려면 항목 크
기를 가져와서 다음 4KB 경계로 올림합니다. 강력한 일관된 읽기를 지정한 경우, 이 값이 필요한 용량 단위
개수가 됩니다. 최종적 일관된 읽기(기본값)의 경우, 이 숫자를 2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3.5KB인 항목 하나를 읽는 경우 DynamoDB가 항목 크기를 4KB로 올림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10KB인 항목 하나를 읽는다면 DynamoDB가 항목 크기를 12KB로 올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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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chGetItem -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최대 100개의 항목을 읽습니다. DynamoDB는 배치의 각 항목
을 개별 GetItem 요청으로 처리하므로 먼저 각 항목의 크기를 다음 4KB 배수로 올림한 후 전체 크기를 계
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모든 항목의 전체 크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BatchGetItem
작업으로 1.5KB 항목 하나와 6.5KB 항목 하나를 읽어올 경우 DynamoDB에서는 8KB(1.5KB + 6.5KB)가
아닌 12KB(4KB + 8KB)로 크기를 계산합니다.
• Query - 파티션 키 값이 동일한 여러 항목을 읽습니다. 반환되는 모든 항목이 단일 읽기 작업으로 처리됩
니다. 이 경우 DynamoDB가 모든 항목의 총 크기를 계산한 후 다음 4KB 경계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쿼
리가 10개 항목을 반환하여 전체 크기가 40.8K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DynamoDB는 작업 항목 크
기를 44KB로 올림합니다. 그리고, 쿼리가 각각 64byte인 항목 1,500개를 반환한다면 누적 크기는 96KB가
됩니다.
• Scan - 테이블의 모든 항목을 읽습니다. DynamoDB는 스캔으로 반환되는 항목 크기가 아닌 평가할 항목
크기를 계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읽기 작업을 실행하면 DynamoDB가 프로비저닝된 읽기 처리량을 소비합니다.
즉, 강력히 일관된 읽기 요청이 읽기 용량 단위 1개를 소비하는 반면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요청은 읽기 용
량 단위 0.5개를 소비합니다.
항목을 반환하는 모든 작업에서 검색할 속성의 하위 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항목 크
기 계산에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Query나 Scan 작업은 속성 값이 아닌 항목 수를 반환하기도 합니
다. 항목 수를 가져올 때도 사용되는 읽기 용량 단위의 수는 동일하며, 항목 크기 계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DynamoDB가 수를 늘리기 위해 각 항목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읽기 작업 및 읽기 정합성
위의 계산들은 모두 강력히 일관된 읽기 요청을 전제로 합니다. 최종적 일관된 읽기 요청이라면 위 용량 단위
의 50%만 소비합니다. 즉 전체 항목 크기가 80KB라면 최종적 일관된 읽기로 소비되는 용량 단위는 10개만
해당됩니다.

쓰기 용량 단위
쓰기 용량 단위 1은 최대 1KB 크기의 항목에 대해 초당 1회 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쓰기 용량 단위 10개로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당 최대 1KB 크기의
항목에 대해 초당 쓰기 10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쓰기 항목 크기는 다음 1KB 배수로 반올림됩니다. 예를 들어, 500바이트의 항목을 쓰려면 1KB 항목을 쓸 때
와 동일한 처리량이 소비됩니다.

쓰기 용량 단위 소비량
다음은 DynamoDB 쓰기 작업이 어떻게 읽기 용량 단위를 소비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 PutItem - 테이블에 단일 항목을 씁니다. 이때 기본 키가 동일한 항목이 테이블에 존재하면 이 항목까지
바뀝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소비를 계산할 경우 둘 중 항목 크기가 더 큰 것이 적용됩니다.
• UpdateItem - 테이블에서 단일 항목을 수정합니다. DynamoDB는 업데이트 전후에 표시되는 항목의 크
기를 고려합니다. 이때 할당 처리량을 소비하려면 크기가 더 큰 항목이 반영됩니다. 항목 속성의 하위 집합
을 업데이트하더라도 UpdateItem은 할당 처리량("사전" 항목 크기와 "사후" 항목 크기 중 더 큰 것)을 모
두 소비합니다.
• DeleteItem - 테이블에서 단일 항목을 제거합니다. 할당된 처리량 소비는 삭제된 항목의 크기를 기준으
로 합니다.
• BatchWriteItem -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최대 25개의 항목을 씁니다. DynamoDB는 배치의 각 항목을
개별 PutItem 또는 DeleteItem 요청으로 처리합니다(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음). 따라서 DynamoDB
가 먼저 각 항목의 크기를 다음 1KB 배수로 올림한 후 전체 크기를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모든 항목의
전체 크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BatchWriteItem이 500바이트 항목과 3.5KB 항목
을 쓰는 경우 DynamoDB는 크기를 4KB(500바이트 + 3.5KB)가 아니라 5KB(1KB + 4KB)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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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tem, UpdateItem 및 DeleteItem 작업의 경우 DynamoDB는 항목 크기를 다음 1KB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1.6KB인 항목 하나를 업로드하거나 삭제한다면 DynamoDB가 항목 크기를 2KB로 반올림
합니다.
PutItem, UpdateItem 및 DeleteItem은 대부분 조건부 쓰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표
현식이 true로 평가되어야만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표현식이 false로 평가되더라도 DynamoDB는
계속 테이블의 쓰기 용량 단위를 소비합니다.
• 기존 항목의 경우, 소비되는 쓰기 용량 유닛 수는 새 항목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KB 항목의
조건부 쓰기가 실패하면 쓰기 용량 단위 1이 소비됩니다. 이때 새 항목 크기가 2배라면 실패한 조건부 쓰기
도 쓰기 용량 단위 2를 소비합니다.)
• 새 항목의 경우, DynamoDB가 쓰기 용량 단위 1을 소비합니다.

제한 및 버스트 용량 요청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에서 지원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읽기 또는 쓰기를 수행하는 경우 DynamoDB
는 해당 요청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DynamoDB는 읽기 또는 쓰기를 제한할 때 호출자에게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잠깐 동안
기다렸다가 요청을 재시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Note
AWS SDK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SDK는 조정된 요청 재시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므로 이 로직을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오류 재시도 횟수
및 지수 백오프 (p. 167)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의 Amazon CloudWatch 지표가 DynamoDB 콘솔에 표시되므로 제한된 읽기 요청과 쓰기 요청을 모니
터링할 수 있습니다. 조절이 과도한 경우에는 테이블의 할당된 처리량 설정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DynamoDB는 테이블의 처리량 설정을 초과하는 읽기 또는 쓰기를 수용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버스트 용
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조절되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읽기 또는 쓰기 요청도 버스트 용량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효과적으로 버스트 용량 사용 (p. 1173)을 참조하십시오.

제한 및 조정 용량 요청
DynamoDB는 AWS 클라우드의 여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티션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산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파티션 및 데이터 배포 (p. 20) 단원을 참조하세요. 항상 읽기와 쓰기 작업을 골고루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액세스가 불균형할 때, '핫' 파티션은 다른 파티션보다 볼륨이 많은 읽기와 쓰기 트래
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용량은 더 많은 트래픽을 받는 파티션의 처리량 용량을 자동으로 증가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조정 용량 이해 (p. 1173)을 참조하십시오.

초기 처리량 설정 선택
데이터베이스에서 읽기 및 쓰기 위한 요구 사항은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릅니다. DynamoDB 테이블의 초기
처리량 설정을 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입력값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항목 크기. 크기가 작아서 용량 단위 하나를 사용하여 읽거나 쓸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보다 큰 항목
에는 용량 단위가 여러 개 필요합니다. 테이블에 들어갈 항목의 크기를 예측하여 해당 테이블의 할당된 처
리량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상되는 읽기 및 쓰기 요청 속도. 항목 크기 외에, 초당 수행해야 하는 읽기 및 쓰기 횟수도 예측해야 합니
다.
• 읽기 일관성 요구 사항. 읽기 용량 단위의 기준이 되는 강력한 일관된 읽기 작업은 최종적 일관된 읽기보다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두 배나 더 많이 소비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것이 강력한 일관된 읽기인
지, 아니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여 그 대신 최종적 일관된 읽기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DynamoDB의 읽기 작업은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작업
에 대해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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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초당 80개의 항목을 읽으려고 하며, 항목 크기는 3KB이고, 강력한 일관된 읽기
(Strongly Consistent Read)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각 읽기는 할당된 읽기 용량 단위 1을 요구
합니다. 이 수를 구하려면, 다음 예와 같이 작업의 항목 크기를 4KB로 나눈 다음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림합
니다.
• 3KB/4KB = 0.75 또는 읽기 용량 단위 1
이 시나리오의 경우 테이블의 할당된 읽기 처리량을 읽기 용량 단위 80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항목당 읽기 용량 단위 1 × 초당 읽기 80회 = 읽기 용량 단위 80
이번에는 초당 100개의 항목을 테이블에 쓰려 하고 항목 크기는 512KB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각 쓰기에는 할당된 쓰기 용량 단위 1이 필요합니다. 이 수를 구하려면, 작업의 항목 크기를
1KB로 나눈 다음, 가장 가까운 정수로 올림합니다.
• 512바이트/1KB = 0.5 또는 1
이 시나리오의 경우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쓰기 처리량을 쓰기 용량 유닛 100으로 설정합니다.
• 항목당 쓰기 용량 단위 1 × 초당 쓰기 100회 = 쓰기 용량 단위 100

Note
할당된 처리량 권장 사항 및 관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효과적으로 파티션 키를 설계해 사용
하는 모범 사례 (p. 117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처리량 설정 수정
테이블에 대해 DynamoDB Auto Scaling을 활성화한 경우 실제 사용량에 따라 처리 능력이 동적으로 조정됩
니다. 따라서 수동 개입은 필요 없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수
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당 처리량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량 (p. 126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 항목 크기 및 형식
DynamoDB 테이블에는 기본 키를 제외하면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 항목의 속성, 크기, 데이터 형
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의 총 크기는 해당 속성 이름 및 값의 길이와 아래 설명된 대로 적용 가능한 오버헤드의 합계입니다. 다
음 지침에 따라 속성 크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문자열은 UTF-8 이진수 인코딩을 사용하는 유니코드입니다. (속성 이름의 길이) + (UTF-8 인코딩된 바이
트 수)가 문자열의 크기입니다.
• 숫자는 유효 숫자 자릿수 38자까지 길이가 다양합니다. 앞과 끝의 0은 잘립니다. 숫자의 크기는 (속성 이름
의 길이) + (유효 숫자 2자리당 1바이트) + (1바이트)입니다.
• 이진 값을 DynamoDB로 보내려면 base64 형식으로 인코딩해야 하지만, 크기 계산에는 이 값의 원래 바이
트 길이를 사용합니다. 이진 속성의 크기는 (속성 이름의 길이) + (원래 바이트 수)입니다.
• null 속성 또는 부울 속성의 크기는 (속성 이름의 길이) + (1바이트)입니다.
• List 또는 Map 형식의 속성은 내용에 상관없이 오버헤드로 3바이트가 필요합니다. List 또는 Map의 크
기는 (속성 이름의 길이) + 합계(중첩된 요소의 크기) + (3바이트)입니다. 비어 있는 List 또는 Map은 크기
가 (속성 이름의 길이) + (3바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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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 List 또는Map 요소에는 1바이트의 오버헤드가 필요합니다.

Note
속성 이름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스토리지 양을 줄일 수 있을 뿐 아
니라 사용하는 RCU/WCU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결제의 경우 각 아이템에 활성화한 기능에 따라 아이템당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포함됩니다.
• DynamoDB에 있는 모든 항목에는 인덱싱에 100바이트의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필요합니다.
• 일부 DynamoDB 기능(글로벌 테이블, 트랜잭션, DynamoDB를 사용한 Kinesis Data Streams 스트림에 대
한 변경 데이터 캡처)은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스템 생성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테이블에는 48바이트의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많은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는 본질적으로 주기적인 반면 다른 워크로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낮 시
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활성 상태인 소셜 네트워킹 앱을 한 가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데이
터베이스에서는 주간 활동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밤에는 동일한 수준의 처리량이 필요 없습니다. 예상
치 못한 빠른 속도로 도입 중인 새로운 모바일 게임 앱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면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양을 초과하여 성능이 느려지고 고객 불만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워크로드는 대개 사용량 변화에 따라 수동 개입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리소스의 규모를 늘리거
나 줄여야 합니다.
Amazon DynamoDB Auto Scaling은 AWS Application Auto Scaling 서비스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된 처리
능력을 실제 트래픽 패턴에 따라 사용자 대신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따라서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에 따라 할당된 읽기 및 쓰기 용량을 늘려 병목 현상 없이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워
크로드가 감소할 경우 Application Auto Scaling은 사용하지 않는 프로비저닝된 용량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처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Note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테이블이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한 경우 DynamoDB
Auto Scaling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언제든지 Auto Scaling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DynamoDB Auto Scaling에서 AWS Management Console 사용 (p. 291)을 참조하십시
오.
테이블 또는 글로벌 테이블 복제본을 삭제하면 연결된 확장 가능한 대상, 확장 정책 또는
CloudWatch 경보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크기 조정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 규
모 조정 정책을 통해 읽기 용량이나 쓰기 용량(또는 둘 다)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와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
해 할당된 용량 단위의 최댓값 및 최솟값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 정책에는 특정 시점에 소비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의 비율인 목표 사용률도 포함됩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은 목표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제 워크로드에 따라 테이블(또는 인덱스)의 프
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위나 아내로 조정하여 실제 용량 사용률이 목표 사용률 값이나 그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읽기 및 쓰기 용량에 대해 20%와 90% 사이에서 Auto Scaling 목표 사용률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te
DynamoDB Auto Scaling은 테이블 외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도 지원합니다.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
스에는 기본 테이블과 별도로 자체 프로비저닝된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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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조정 정책을 생성하면 Application Auto Scaling은 해당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조절하여 실제 사용률이 원하는 사용률이나 그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DynamoDB Auto Scaling 작동 방식
Note
DynamoDB Auto Scaling을 빠르게 시작하려면 DynamoDB Auto Scaling에서 AWS Management
Console 사용 (p. 291) 단원을 참조하세요.
아래 그림에는 DynamoDB Auto Scaling이 테이블의 처리 용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습니
다.

다음은 앞의 그림에 소개된 Auto Scaling 프로세스를 요약한 단계입니다.
1.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Application Auto Scaling 정책을 생성합니다.
2. DynamoDB는 Amazon CloudWatch에 소비된 용량 지표를 게시합니다.
3. 테이블에서 사용한 용량이 특정 기간의 목표 사용률을 초과하는 경우(또는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Amazon CloudWatch는 경보를 트리거합니다. 콘솔에서 이 경보를 확인하고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를 사용하여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CloudWatch 경보를 받으면 크기 조정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Application Auto Scaling이 호출됩니다.
5. Application Auto Scaling은 UpdateTable 요청을 실행하여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조정합니
다.
6. DynamoDB는 UpdateTable 요청을 처리하고 해당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 용량을 동적으로 늘리
거나 줄임으로써 목표 사용률에 근접하게 합니다.
DynamoDB Auto Scaling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ProductCatalog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
니다. 이 테이블에는 부정기적으로 데이터가 대량 로드되며, 따라서 쓰기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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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읽기 활동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그 양은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ProductCatalog에 대한
Amazon CloudWatch 지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테이블에 읽기 용량 단위 1,200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활동이 최대 수준일 때 DynamoDB에서 읽기 요청을 제한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이와 함께
ProductCatalog에는 읽기 트래픽이 최소 수준일 때 읽기 용량 단위가 최소한 150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
다.
그러므로 읽기 용량 단위 150개 ~ 1,200개 범위에서 목표 사용률 70%면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적당
하다고 결정합니다. 목표 사용률이란 프로비저닝된 용량 단위에 대한 소비된 용량 단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은 목표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ProductCatalog의 프로비
저닝된 읽기 용량을 필요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사용률이 70% 안팎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Note
DynamoDB Auto Scaling은 실제 워크로드가 일정 시간(분) 동안 높게 또는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throughput) 설정을 수정합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의 목표 추적
알고리즘은 목표 사용률을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값 안팎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급증하는 활동은 테이블에 내장된 버스트 용량으로 처리합니다. 자세한 정보
는 효과적으로 버스트 용량 사용 (p. 1173)을 참조하십시오.
ProductCatalog 테이블에 대해 DynamoDB Auto Scaling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기 조정 정책을 만듭니다.
이 정책은 다음을 지정합니다.
• 관리하려는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 관리하려는 용량 유형(읽기 용량 또는 쓰기 용량)
•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의 상한값과 하한값
• 목표 사용률
크기 조정 정책이 생성되면 Application Auto Scaling은 사용자 대신 Amazon CloudWatch 경보 쌍을 생성합
니다. 각 쌍은 할당된 처리량(throughput) 설정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나타냅니다. 테이블의 실제 사용률이 일
정한 시간 동안 목표 사용률을 벗어나면 이러한 CloudWatch 경보가 트리거됩니다.
CloudWatch 경보 중 하나가 트리거되면 Amazon SNS에서 알림을 보냅니다(알림을 활성화한 경우).
그러면 CloudWatch 경보가 Application Auto Scaling을 호출하고, 여기서 다시 DynamoDB에 알려
ProductCatalog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적절히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도록 합니다.

사용 노트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려면 먼저 다음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 DynamoDB Auto Scaling은 Auto Scaling 정책에 따라 필요한 만큼 자주 읽기 용량이나 쓰기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모든 DynamoDB 할당량은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
량 (p. 1264)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속 유효합니다.
• DynamoDB Auto Scaling은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수정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러한 수동 조정은 DynamoDB Auto Scaling과 관련된 기존의 CloudWatch 경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
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하나 이상인 테이블에 대해 DynamoDB Auto Scaling을 활성화하는 경우, 해당 인덱
스에도 Auto Scaling을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테이블 쓰기 및 읽기 성능이 향상되
고 제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pply same settings to global secondary
indexes(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동일한 설정 적용)를 선택하여 Auto Scaling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테이블에서 DynamoDB Auto Scaling 활성화 (p. 292)을 참조하십시오.
• 테이블 또는 전역 테이블 복제본을 삭제하면 연결된 확장 가능한 대상, 확장 정책 또는 CloudWatch 경보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 기존 테이블에 대한 GSI를 생성할 때 GSI에 대해 Auto Scaling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GSI 빌드 중에는
용량을 수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GSI의 백필이 완료되고 활성 상태에 도달하면 Auto Scaling이 정상적
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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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Auto Scaling에서 AWS Management Console 사용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할 경우, 해당 테이블에 대해 Amazon DynamoDB
Auto Scaling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또한 콘솔을 사용하여 기존 테이블에 대해 Auto Scaling을 활성화
하거나, Auto Scaling을 수정하거나, Auto Scaling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ote
휴지 시간 확장 및 축소 설정과 같은 추가 고급 기능의 경우,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DynamoDB Auto Scaling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I를 사용하여
DynamoDB Auto Scaling 관리 (p. 293)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DynamoDB Auto Scaling에 대한 권한 부여 (p. 291)
• Auto Scaling을 활성화하여 새 테이블 만들기 (p. 291)
• 기존 테이블에서 DynamoDB Auto Scaling 활성화 (p. 292)
• 콘솔에서 Auto Scaling 활동 보기 (p. 293)
• DynamoDB Auto Scaling 설정 수정 또는 비활성화 (p. 293)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DynamoDB Auto Scaling에 대한 권한 부여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에서 AWS 관리형 정책 DynamoDBFullAccess는 DynamoDB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DynamoDB Auto Scaling의 경우에는 IAM 사용자에
게 몇 가지 권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Important
Auto scaling이 활성화된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application-autoscaling:* 권한이 필요합니
다. AWS 관리형 정책인 DynamoDBFullAccess에 그러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ynamoDB 콘솔 액세스 및 DynamoDB Auto Scaling을 위해 IAM 사용자를 설정하려면 다음 정책을 추가합
니다.

AmazonDynamoDBFullAccess 정책을 연결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

2.
3.

IAM 콘솔 대시보드에서 Users(사용자)를 선택한 후 목록에서 해당 IAM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Summary] 페이지에서 [Add permissions]를 선택합니다.

4.
5.
6.

[Attach existing policies directly]를 선택합니다.
정책 목록에서 [AmazonDynamoDBFullAccess]를 선택한 후 [Next: Review]를 선택합니다.
권한 추가(Add permissions)를 선택합니다.

Auto Scaling을 활성화하여 새 테이블 만들기
Note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대신 Auto Scaling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연결 역
할(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DynamoDBTable)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pplication
Auto Scaling 서비스 연결 역할을 참조하세요.

Auto Scaling을 활성화하여 테이블을 새로 만들려면
1.
2.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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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이블 생성(Create table) 페이지에서 테이블 이름(Table name)과 기본 키(Primary key) 정보를 입력합
니다.

4.

기본 설정(Default settings)을 선택하면 자동 크기 조정(Auto Scaling)이 활성화되어 테이블이 생성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 지정 설정에서
a.
b.

설정 사용자 지정(Customize settings)을 선택합니다.
Read/write capacity settings(읽기/쓰기 용량 설정) 섹션에서 Provisioned(프로비저닝된) 용량 모
드를 선택하고 Read capacity(읽기 용량), Write capacity(쓰기 용량) 또는 양쪽 모두에 대해 Auto
Scaling(자동 크기 조정)을 On(켜기)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 테이블에 원하는 크기
조정 정책을 설정하고 선택적으로 테이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설정합니다.
• 최소 용량 단위(Minimum capacity units) - 자동 크기 조정(Auto Scaling) 범위의 하한값을 입력합
니다.
• 최대 용량 단위(Maximum capacity units) - 자동 크기 조정(Auto Scaling) 범위의 상한값을 입력합
니다.
• 목표 사용률(Target utilization) - 테이블의 목표 사용률을 입력합니다.

Note

5.

새 테이블에 대한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는 경우 생성 시 인덱스의 용량은 기본 테이
블의 용량과 동일합니다. 테이블을 만든 후 테이블 설정에서 인덱스의 용량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테이블 생성(Create table)을 선택합니다. Auto Scaling 파라미터로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기존 테이블에서 DynamoDB Auto Scaling 활성화
Note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대신 Auto Scaling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연결 역
할(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DynamoDBTable)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pplication Auto Scaling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참조하세요.

기존 테이블에 대해 DynamoDB Auto Scaling을 활성화하려면
1.
2.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Tables]를 선택합니다.

3.
4.

작업할 테이블을 선택하고 추가 설정(Additional settings) 탭을 선택합니다.
읽기/쓰기 용량(Read/write capacity)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5.

용량 모드(Capacity mode) 섹션에서 프로비저닝됨(Provisioned)을 선택합니다.

6.

Table capacity(테이블 용량) 섹션에서 Read capacity(읽기 용량), Write capacity(쓰기 용량) 또는 양쪽
모두에 대해 Auto Scaling(자동 크기 조정)을 On(켜기)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 테이블에
원하는 크기 조정 정책을 설정하고 선택적으로 테이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설정합니다.
• 최소 용량 단위(Minimum capacity units) - 자동 크기 조정(Auto Scaling) 범위의 하한값을 입력합니다.
• 최대 용량 단위(Maximum capacity units) - 자동 크기 조정(Auto Scaling) 범위의 상한값을 입력합니
다.
• 목표 사용률(Target utilization) - 테이블의 목표 사용률을 입력합니다.
•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동일한 용량 읽기/쓰기 용량 설정 사용(Use the same capacity read/
write capacity settings for all global secondary indexes) -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기본 테이블과 동
일한 자동 크기 조정(Auto Scaling) 정책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292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uto Scaling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Note

7.

최상의 성능을 내려면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동일한 설정 적용(Use the same read/write
capacity settings for all global secondary indexes)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DynamoDB Auto Scaling에서 기본 테이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균일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보조 인덱스와 향후 이 테이블에 대해 생성하는 모든 인덱
스에 적용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개별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크기 조정 정책을 설정할 수 없습니
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Save]를 선택합니다.

콘솔에서 Auto Scaling 활동 보기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테이블에 대해 읽기 및 쓰기 트래픽을 구동할 경우 DynamoDB Auto Scaling은 테이
블의 처리량 설정을 동적으로 수정합니다. Amazon CloudWatch는 모든 DynamoDB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
에 대한 프로비저닝되고 사용된 용량, 제한 이벤트, 지연 시간 및 기타 지표를 추적합니다.
DynamoDB 콘솔에서 이러한 지표를 보려면 작업할 테이블을 선택하고 모니터링(Monitor) 탭을 선택합니다.
테이블 지표의 사용자 지정 가능한 보기를 만들려면 CloudWatch에서 모두 보기(View all in CloudWatch)를
선택합니다.
DynamoDB에서의 CloudWatch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
링 (p. 1122)을 참조하세요.

DynamoDB Auto Scaling 설정 수정 또는 비활성화
AWS Management Console을DynamoDB 사용하여 Auto Scaling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
면 테이블의 추가 설정(Additional settings) 탭으로 이동하여 읽기/쓰기 용량(Read/write capacity)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테이블에서 DynamoDB Auto Scaling 활성
화 (p. 29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I를 사용하여 DynamoDB Auto Scaling 관리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는 대신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Auto Scaling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자습서에서는 DynamoDB Auto Scaling
을 관리할 수 있도록 AWS CLI를 설치 및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
니다.
• TestTable이라는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 테이블의 초기 처리량 설정은 읽기 용량 단위 5,
쓰기 용량 단위 5입니다.
• TestTable에 대한 Application Auto Scaling 정책을 생성합니다. 정책은 사용된 쓰기 용량과 할당된 쓰기
용량 사이의 비율이 50퍼센트 목표 비율이 되도록 유지하려 합니다. 이 수치의 범위는 쓰기 용량 단위 5-10
입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은 이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량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Python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TestTable에 대해 쓰기 트래픽을 실행합니다. 목표 비율이 장기적으
로 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Application Auto Scaling은 목표 사용률의 50퍼센트가 유지될 수 있도록
DynamoDB에 TestTable 처리량을 상향 조정하도록 알립니다.
• DynamoDB가 TestTable에 대한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을 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주제
• 시작하기 전에 (p. 294)
•
•
•
•

1단계: DynamoDB 테이블 생성 (p. 294)
2단계: 크기 조정 가능 대상 등록 (p. 294)
3단계: 크기 조정 정책 생성 (p. 295)
4단계: TestTable로 쓰기 트래픽 유도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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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Application Auto Scaling 작업 보기 (p. 297)
• (선택 사항) 6단계: 정리 (p. 298)

시작하기 전에
이 자습서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AWS CLI 설치
AWS CLI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에서 다음 지침을 따르세요.
• AWS CLI 설치
• AWS CLI 구성

Python 을 설치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Python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4단계: TestTable로 쓰기 트래픽 유도 (p. 296) 참
조).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경우 Python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DynamoDB 테이블 생성
이 단계에서는 AWS CLI를 사용하여 TestTable를 생성합니다. 기본 키는 pk(파티션 키)와 sk(정렬 키)로
구성됩니다. 이 두 가지 속성 모두 Number 유형입니다. 이 테이블의 초기 처리량 설정은 읽기 용량 단위 5,
쓰기 용량 단위 5입니다.
1.

다음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TestTable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pk,AttributeType=N \
AttributeName=sk,AttributeType=N \
--key-schema \
AttributeName=pk,KeyType=HASH \
AttributeName=sk,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5

2.

테이블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aws dynamodb describe-table \
--table-name TestTable \
--query "Table.[TableName,TableStatus,ProvisionedThroughput]"

테이블 상태가 ACTIVE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크기 조정 가능 대상 등록
이제 Application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쓰기 용량을 확장 가능 목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하면 Application Auto Scaling에서 TestTable에 대한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는 용량 단위 5~10으로 제한됩니다.

Note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대신 Auto Scaling 작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연결 역
할(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DynamoDBTable)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pplication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의 Application
Auto Scaling 서비스 연결 역할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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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확장 가능 목표를 등록합니다.
aws application-autoscaling register-scalable-target \
--service-namespace dynamodb \
--resource-id "table/TestTable" \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min-capacity 5 \
--max-capacity 10

2.

등록을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application-autoscaling describe-scalable-targets \
--service-namespace dynamodb \
--resource-id "table/TestTable"

Note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확장 가능 목표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보조 인
덱스("test-index")의 경우 리소스 ID와 확장형 차원 인수는 적절하게 업데이트됩니다.
aws application-autoscaling register-scalable-target \
--service-namespace dynamodb \
--resource-id "table/TestTable/index/test-index" \
--scalable-dimension "dynamodb:index:WriteCapacityUnits" \
--min-capacity 5 \
--max-capacity 10

3단계: 크기 조정 정책 생성
이 단계에서는 TestTable의 확장 정책을 만듭니다. 이 정책은 Application Auto Scaling이 테이블의 프로비
저닝된 처리량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와 조정 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정의합니다. 이 정책을 전 단
계에서 정의한 확장 가능 목표(TestTable 테이블에 대한 쓰기 용량 단위)와 연결합니다.
정책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조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DynamoDB의 경우 PredefinedMetricType에 다음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ynamoDBReadCapacityUtilization
•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 ScaleOutCooldown -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증가시키는 각 Application Auto Scaling 이벤트 간의 최소
시간(초).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실제 워크로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과도
하지 않게 처리량을 올릴 수 있습니다. ScaleOutCooldown의 기본 설정은 0입니다.
• ScaleInCooldown -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줄이는 각 Application Auto Scaling 이벤트 간의 최소 시간
(초).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처리량을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줄일 수 있
습니다. ScaleInCooldown의 기본 설정은 0입니다.
• TargetValue -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사용되는 용량과 프로비저닝된 용량의 비율을 이 값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TargetValue를 백뷴율로 지정합니다.

Note
TargetValue의 용도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쓰기 용량 단위 200으로 할당 처리량을 설정한 테이
블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 TargetValue가 70퍼센트인 확장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쓰기 트래픽을 시작했더니 실제 쓰기 처리량이 150 용량 단위였다고 가정해 보겠
습니다. 사용 용량 대 할당 용량의 비율은 150/200으로 75퍼센트입니다. 이 비율은 목표를 초과
API 버전 2012-08-10
295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uto Scaling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하므로 Application Auto Scaling은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을 215로 늘려 비율이 (150/215) 또는
69.77%(TargetValue를 초과하지 않지만 최대한 가깝게)가 되게 합니다.
TestTable의 경우 TargetValue를 50%로 설정합니다. Application Auto Scaling는 테이블의 프로비저
닝된 처리량을 용량 단위 5~10의 범위 내에서 조정(2단계: 크기 조정 가능 대상 등록 (p. 294) 참조)하여
사용 용량과 프로비저닝된 용량 간의 비율이 5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ScaleOutCooldown와
ScaleInCooldown의 값을 60초로 설정합니다.
1.

다음 콘텐츠를 통해 scaling-policy.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

}

2.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
"PredefinedMetricType":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
"ScaleOutCooldown": 60,
"ScaleInCooldown": 60,
"TargetValue": 50.0

다음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정책을 생성합니다.
aws application-autoscaling put-scaling-policy \
--service-namespace dynamodb \
--resource-id "table/TestTable" \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policy-name "MyScalingPolicy" \
--policy-type "TargetTrackingScaling" \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file://scaling-policy.json

3.

출력에서 Application Auto Scaling이 2개의 Amazon CloudWatch 경보를 생성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
는 크기 조정 목표 범위의 상한에 대한 경보이고 하나는 하한에 대한 경보입니다.

4.

다음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조정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aws application-autoscaling describe-scaling-policies \
--service-namespace dynamodb \
--resource-id "table/TestTable" \
--policy-name "MyScalingPolicy"

5.

출력에서 정책 설정이 2단계: 크기 조정 가능 대상 등록 (p. 294) 및 3단계: 크기 조정 정책 생
성 (p. 295)의 사양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4단계: TestTable로 쓰기 트래픽 유도
이제 TestTable에 데이터를 써서 확장 정책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Python 프로그램을 실
행합니다.
1.

다음 콘텐츠를 통해 bulk-load-test-table.py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import boto3
dynamodb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amodb.Table("TestTable")
filler = "x" * 100000
i = 0
while (i < 10):
j = 0
while (j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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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i, j)
table.put_item(
Item={
'pk':i,
'sk':j,
'filler':{"S":filler}
}
)
j += 1
i += 1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python bulk-load-test-table.py
TestTable의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은 쓰기 용량 단위 5로 매우 낮아서 쓰기 조절(throttling)로 인해
프로그램이 때때로 중단됩니다. 이는 예상된 동작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5단계: Application Auto Scaling 작업 보기
이 단계에서는 시작된 Application Auto Scaling 작업을 확인합니다. 또한 Application Auto Scaling이
TestTable의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을 업데이트했는지 확인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Application Auto Scaling 작업을 확인합니다.
aws application-autoscaling describe-scaling-activities \
--service-namespace dynamodb

Python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이 명령을 때때로 다시 실행하십시오. (조정 정책이 호출되려면 몇 분
정도 걸립니다.) 다음과 같은 출력이 표시됩니다.
...
{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Description": "Setting write capacity units to 10.",
"ResourceId": "table/TestTable",
"ActivityId": "0cc6fb03-2a7c-4b51-b67f-217224c6b656",
"StartTime": 1489088210.175,
"ServiceNamespace": "dynamodb",
"EndTime": 1489088246.85,
"Cause": "monitor alarm AutoScaling-table/TestTable-AlarmHigh-1bb3c8db-1b97-4353baf1-4def76f4e1b9 in state ALARM triggered policy MyScalingPolicy",
"StatusMessage": "Successfully set write capacity units to 10. Change successfully
fulfilled by dynamodb.",
"StatusCode": "Successful"
},
...

이는 Application Auto Scaling이 DynamoDB에 UpdateTable 요청을 보냈음을 나타냅니다.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DynamoDB가 테이블의 쓰기 용량을 늘렸음을 확인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table \
--table-name TestTable \
--query "Table.[TableName,TableStatus,ProvisionedThroughput]"

WriteCapacityUnits가 5에서 10으로 확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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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 6단계: 정리
이 자습서에서 몇 가지 리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리소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하면 됩
니다.
1.

TestTable에 대한 조정 정책을 삭제합니다.
aws application-autoscaling delete-scaling-policy \
--service-namespace dynamodb \
--resource-id "table/TestTable" \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
--policy-name "MyScalingPolicy"

2.

확장 가능 목표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aws application-autoscaling deregister-scalable-target \
--service-namespace dynamodb \
--resource-id "table/TestTable" \
--scalable-dimension "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3.

TestTable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delete-table --table-name TestTable

AWS SDK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Auto
Scaling 구성
AWS Management Console 및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 Amazon
DynamoDB Auto Scaling과 상호 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Java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 EnableDynamoDBAutoscaling.java
• DisableDynamoDBAutoscaling.java

테이블에 대해 Application Auto Scaling 활성화
다음 프로그램은 DynamoDB 테이블(TestTable)에 대해 Auto Scaling 정책을 설정하는 예제를 보여 줍니
다.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에서 TestTable의 확장 가능 목표로 쓰기 용량 단위를 등록합니다. 이 수치의 범위는 쓰기 용량
단위 5-10입니다.
• 확장 가능 목표가 생성되면 프로그램에서 목표 추적 구성을 설정합니다. 정책은 사용된 쓰기 용량과 할당
된 쓰기 용량 사이의 비율이 50퍼센트 목표 비율이 되도록 유지하려 합니다.
• 그런 다음 프로그램은 대상 추적 구성에 따라 확장 정책을 생성합니다.

Note
테이블 또는 전역 테이블 복제본을 수동으로 제거하면 연결된 확장 가능한 대상, 확장 정책 또는
CloudWatch 경보가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유효한 Application Auto Scaling 서비스 연결 역할의 Ar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arn:aws:iam::122517410325:role/
AWSServiceRoleForApplicationAutoScaling_DynamoDBTable. 다음 프로그램에서
SERVICE_ROLE_ARN_GOES_HERE를 실제 ARN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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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autoscaling;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AWSApplicationAutoScalingClient;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AWSApplicationAutoScaling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scribeScalableTargets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scribeScalableTargetsResult;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scribeScalingPolicies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scribeScalingPoliciesResult;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MetricType;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PolicyType;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PutScalingPolicy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RegisterScalableTarget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ScalableDimens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ServiceNamespace;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public class EnableDynamoDBAutoscaling {
static AWSApplicationAutoScalingClient aaClient = (AWSApplicationAutoScalingClient)
AWSApplicationAutoScalingClientBuilder.standard().build();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erviceNamespace ns = ServiceNamespace.Dynamodb;
ScalableDimension tableWCUs = ScalableDimension.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String resourceID = "table/TestTable";
// Define the scalable target
RegisterScalableTargetRequest rstRequest = new RegisterScalableTargetRequest()
.withServiceNamespace(ns)
.withResourceId(resourceID)
.withScalableDimension(tableWCUs)
.withMinCapacity(5)
.withMaxCapacity(10)
.withRoleARN("SERVICE_ROLE_ARN_GOES_HERE");
try {
aaClient.registerScalableTarget(rstRequest);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register scalable target: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Verify that the target was created
DescribeScalableTargetsRequest dscRequest = new DescribeScalableTargetsRequest()
.withServiceNamespace(ns)
.withScalableDimension(tableWCUs)
.withResourceIds(resourceID);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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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ScalableTargetsResult dsaResult =
aaClient.describeScalableTargets(dscRequest);
System.out.println("DescribeScalableTargets result: ");
System.out.println(dsaResult);
System.out.println();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describe scalable target: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System.out.println();
// Configure a scaling policy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
new 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with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new PredefinedMetricSpecification()
.withPredefinedMetricType(MetricType. DynamoDBWriteCapacityUtilization))
.withTargetValue(50.0)
.withScaleInCooldown(60)
.withScaleOutCooldown(60);
// Create the scaling policy, based on your configuration
PutScalingPolicyRequest pspRequest = new PutScalingPolicyRequest()
.withServiceNamespace(ns)
.withScalableDimension(tableWCUs)
.withResourceId(resourceID)
.withPolicyName("MyScalingPolicy")
.withPolicyType(PolicyType.TargetTrackingScaling)
.with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targetTrackingScalingPolicyConfiguration);
try {
aaClient.putScalingPolicy(pspRequest);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put scaling policy: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Verify that the scaling policy was created
DescribeScalingPoliciesRequest dspRequest = new DescribeScalingPoliciesRequest()
.withServiceNamespace(ns)
.withScalableDimension(tableWCUs)
.withResourceId(resourceID);
try {
DescribeScalingPoliciesResult dspResult =
aaClient.describeScalingPolicies(dspRequest);
System.out.println("DescribeScalingPolicies result: ");
System.out.println(dspResult);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System.err.println("Unable to describe scaling policy: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

테이블에 대해 Application Auto Scaling 비활성화
다음 프로그램은 이전 프로세스를 반대로 수행합니다. Auto Scaling 정책을 제거한 후 확장 가능 목표의 등록
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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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autoscaling;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AWSApplicationAutoScalingClien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leteScalingPolicyReques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registerScalableTargetReques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scribeScalableTargetsReques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scribeScalableTargetsResul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scribeScalingPoliciesReques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DescribeScalingPoliciesResult;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ScalableDimension;
com.amazonaws.services.applicationautoscaling.model.ServiceNamespace;

public class DisableDynamoDBAutoscaling {
static AWSApplicationAutoScalingClient aaClient = new
AWSApplicationAutoScalingClient();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erviceNamespace ns = ServiceNamespace.Dynamodb;
ScalableDimension tableWCUs = ScalableDimension.DynamodbTableWriteCapacityUnits;
String resourceID = "table/TestTable";
// Delete the scaling policy
DeleteScalingPolicyRequest delSPRequest = new DeleteScalingPolicyRequest()
.withServiceNamespace(ns)
.withScalableDimension(tableWCUs)
.withResourceId(resourceID)
.withPolicyName("MyScalingPolicy");
try {
aaClient.deleteScalingPolicy(delSPRequest);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delete scaling policy: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Verify that the scaling policy was deleted
DescribeScalingPoliciesRequest descSPRequest = new DescribeScalingPoliciesRequest()
.withServiceNamespace(ns)
.withScalableDimension(tableWCUs)
.withResourceId(resourceID);
try {
DescribeScalingPoliciesResult dspResult =
aaClient.describeScalingPolicies(descSPRequest);
System.out.println("DescribeScalingPolicies result: ");
System.out.println(dspResult);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System.err.println("Unable to describe scaling policy: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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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out.println();
// Remove the scalable target
DeregisterScalableTargetRequest delSTRequest = new DeregisterScalableTargetRequest()
.withServiceNamespace(ns)
.withScalableDimension(tableWCUs)
.withResourceId(resourceID);
try {
aaClient.deregisterScalableTarget(delSTRequest);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deregister scalable target: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Verify that the scalable target was removed
DescribeScalableTargetsRequest dscRequest = new DescribeScalableTargetsRequest()
.withServiceNamespace(ns)
.withScalableDimension(tableWCUs)
.withResourceIds(resourceID);
try {
DescribeScalableTargetsResult dsaResult =
aaClient.describeScalableTargets(dscRequest);
System.out.println("DescribeScalableTargets result: ");
System.out.println(dsaResult);
System.out.println();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describe scalable target: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

글로벌 테이블 - DynamoDB의 다중 리전 복제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Amazon DynamoDB 글로벌 테이블은 복제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여 관리하지 않고도 다중 리전의 다중 활성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는 AWS 리전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ynamoDB가 지속적인 데이터 변경 사항을 모든 해당 리전으로 전파합니다.
DynamoDB 글로벌 테이블은 전역적으로 사용자가 분산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 이러한 환경
에서 사용자는 매우 빠른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테이블은 전 세계 AWS 리전에
자동 멀티 활성 복제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위치에 관계 없이 지연 시간이 짧은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전역 테이블에 대해 소개합니다.
리전 간 복제를 위한 전역 테이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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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하여 원활하게 리전 간 데이터 복제 (p. 303)
• AWS KMS를 사용하여 글로벌 테이블에 대한 보안 및 액세스 제공 (p. 303)
• 사용 중인 글로벌 테이블 버전 확인 (p. 304)
•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하여 원활하게 리전 간 데이터 복제
미국 동부 해안, 미국 서부 해안, 서부 유럽의 세 지역에 대규모의 고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고객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프로필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고객이 있는 세 개의 다른 AWS 리전에 CustomerProfiles라는 이름의 동일한 세 개의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테이블은 서로 완전히 별도의 테이블이며 한 테이블의 데이터 변
경 사항이 다른 테이블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리형 복제 솔루션 없이 데이터 변경 사항을 복제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대신 세 개의 리전별 CustomerProfiles 테이블로 구성된 글로벌 테이블을 만
들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자동으로 데이터 변경을 이러한 테이블 간에 복제하므로 한 리전에서
CustomerProfiles 데이터가 변경되면 다른 리전으로 자동 전파됩니다. 또한 AWS 리전 중 하나가 일시적
으로 사용 불가 상태가 될 경우에도 고객은 다른 리전에서 동일한 CustomerProfiles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리전의 복제본에 각기 다른 액세스 패턴이 있는 경우 각 복제본은 다른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
여 비용과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복제본은 DynamoDB StandardAccess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복제본은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에 DynamoDB Standard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이 경우 처리량이 중요한 비용입니다.

Note
• 글로벌 테이블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는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미국 동부(오하이
오),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미국 서부(오레곤), 유럽(아일랜드), 유럽(런던), 유럽(프랑크푸
르트),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아시아 태평양(도쿄) 및 아시아 태평양
(서울) 리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트랜잭션 작업은 원래 쓰기 작업이 실행된 리전에서만 ACID(원자성, 일관성, 격리 및 내구성) 보
장을 제공합니다. 전역 테이블에서는 트랜잭션이 리전 간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오하이오) 및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에 복제본이 있는 전역 테이블에 대해 미국 동부(버지
니아 북부)에서 TransactWriteItems 작업을 수행할 경우 변경 내용이 복제될 때 미국 서부(오레
곤)에서 부분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소스 리전에서 커밋된
이후에만 다른 리전에 복제됩니다.
• AWS 리전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DynamoDB는 AWS 리전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것으로 감지하고
20시간 후 복제 그룹에서 이 복제본을 제거합니다. 복제본이 삭제되지 않고 이 리전에서와 이 리
전으로의 복제가 중지됩니다.
• 소스 테이블을 성공적으로 삭제하려면 읽기 전용 복제본을 추가한 후 2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을 추가한 후 처음 24시간 동안 테이블을 삭제하려고 하면 "Replica cannot be
deleted because it has acted as a source region for new replicas being added in the table in the
last 24 hours"(최근 24시간 동안 테이블에 추가된 새 복제본의 소스 리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
제본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WS 리전의 가용성과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AWS KMS를 사용하여 글로벌 테이블에 대한 보안 및 액세스 제공
• 복제본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고객 관리형 키 또는 AWS 관리형 키에 대해
AWSServiceRoleForDynamoDBReplic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글로벌 테이블에 대한
AWS KMS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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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본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고객 관리형 CMK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DynamoDB는 복제 그룹에서
이 복제본을 제거합니다. 복제본은 삭제되지 않으며 KMS 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것으로 감지된 후 20시간
이 지나면 이 리전에서 복제가 중지됩니다.
• 복제 테이블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고객 관리형 CMK를 비활성화하려는 경우 복제 테이블을 암호화하는
데 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제 테이블을 삭제하는 명령을 실행한 후에
는 삭제 작업이 완료되고 글로벌 테이블이 Active가 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키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제 테이블에서 및 복제 테이블로 일부 데이터가 복제됩니다.
• 복제 테이블의 IAM 역할 정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복제 테이블이 Active 상태일 때 해야 합니다. 이
렇게 하지 않으면 복제 테이블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Note
고객 관리형 키(CMK)는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에서 CMK를 사용하려면 테이블을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로 업그레이
드하고 사용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글로벌 테이블 버전 확인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에서 동적으로 새로운 복제본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글로벌 테이블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는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적은 쓰기 용량을 사용합니
다.
사용 중인 글로벌 테이블 버전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home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사용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전역 테이블 탭을 선택합니다.

5.

전역 테이블 버전 사용 중인 전역 테이블 버전을 보여줍니다.

Note
• 글로벌 테이블의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를 사용한다면 모든 복제본 테이블에
Time to Live 기능과 DynamoDB 복제, TTL 삭제를 사용해 보십시오. TTL 만료가 발생하는 지역
에서는 초기 TTL 삭제는 쓰기 용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제 테이블에 대한 복제 TTL
삭제는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이용할 때 복제된 쓰기 용량 유닛을 사용하거나 온디맨드 용량 모드
를 사용하는 경우 복제된 쓰기는 각 복제 리전에서 해당 비용이 적용됩니다.
•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에서 TTL 삭제가 발생하면 모든 복제본 리전으로 복제됩
니다. 이러한 복제된 쓰기에는 type 또는 principalID 속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제
된 테이블에서 TTL 삭제와 사용자 삭제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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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주제
• 전역 테이블: 작동 방식 (p. 305)
• 전역 테이블 관리 모범 사례 및 요구 사항 (p. 306)
• 자습서: 전역 테이블 생성 (p. 307)
• 전역 테이블 모니터링 (p. 311)
• 전역 테이블에 IAM 사용 (p. 311)
• 전역 테이블을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 (p. 314)

전역 테이블: 작동 방식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다음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의 전역 테이블에 대한 동작과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역 테이블 개념
전역 테이블이란 하나의 AWS 계정에서 소유한 한 개 이상의 복제 테이블 모음입니다.
복제 테이블(줄여서 복제본이라고도 함)은 전역 테이블의 일부로 기능하는 단일 DynamoDB 테이블입니
다. 각 복제본에는 동일한 데이터 항목 집합이 저장됩니다. 전역 테이블은 AWS 리전당 한 개의 복제 테
이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역 테이블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습서: 전역 테이블 생
성 (p. 307)를 참조하십시오.
DynamoDB 전역 테이블을 생성하면 리전당 한 개씩 여러 개의 복제 테이블이 구성되며, DynamoDB는 이를
단일 단위로 처리합니다. 모든 복제본은 동일한 테이블 이름과 동일한 기본 키 스키마를 갖습니다. 애플리케
이션이 한 리전의 복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쓰면 DynamoDB가 이 쓰기를 다른 AWS 리전에 있는 다른 복제
테이블에 자동으로 전파합니다.
복제본 테이블을 전역 테이블에 추가하여 추가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합성 및 충돌 해결
복제본 테이블의 항목이 변경되면 동일한 전역 테이블에 있는 다른 모든 복제본에 복제됩니다. 전역 테이블
에 새로 쓰여진 항목은 일반적으로 몇 초 만에 모든 복제본 테이블에 전파됩니다.
전역 테이블에서 각 복제 테이블에는 동일한 데이터 항목 집합이 저장됩니다. DynamoDB는 일부 항목만의
부분 복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복제본 테이블에 대해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최종적으로 일
관된 읽기만 사용하고 하나의 AWS 리전에 대해 읽기만 발행할 경우 수정 없이 수행됩니다. 하지만 애플리케
이션이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요구하면 동일 리전에서 강력히 일관된 읽기와 쓰기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DynamoDB는 리전에서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리전에 쓰기를 하고 다른 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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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읽기를 할 경우, 다른 리전에서 최근에 수행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기한 경과 데이터가 읽기 응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리전에서 동시에 동일한 항목을 업데이트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일
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DynamoDB 전역 테이블은 동시 업데이트에 대해 최종 쓰기 우선 적용 조정을 사용하
며, DynamoDB는 최선을 다해 최종 쓰기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충돌 해결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복제본은 최
종 업데이트에 합의하며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 상태가 됩니다.

가용성과 내구성
한 AWS 리전이 분리되거나 저하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리전으로 리디렉션하여 다른 복제 테이블에서
읽기 및 쓰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언제 다른 리전으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하는 사용자 지정 비즈니
스 로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전이 분리되거나 저하되면 DynamoDB는 수행된 쓰기 기록을 유지하지만 모든 복제 테이블로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리전이 다시 온라인 상태로 되면 DynamoDB는 해당 리전에서 보류 중인 쓰기 전파를 재개하여 다
른 리전의 복제 테이블로 전파합니다. 다시 온라인 상태로 된 리전에 대한 다른 복제본 테이블의 쓰기 전파도
재개됩니다.

전역 테이블 관리 모범 사례 및 요구 사항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Amazon DynamoDB 전역 테이블을 사용하여 AWS 리전 간에 테이블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역 테
이블의 복제본 테이블과 보조 인덱스의 쓰기 용량을 동일하게 설정해 데이터를 적절히 복제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Warning
전역 테이블의 테이블 이름은 AWS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용량 관리 요구 사항
전역 테이블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구성된 처리량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1. 복제한 쓰기 요청 단위(rWRU)로 측정한 온디맨드 용량 모드
2. 복제한 쓰기 요청 단위(rWRU)로 측정한 Auto Scaling으로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
Auto Scaling으로 프로비저닝된 온디맨드 모드 또는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하면 전역 테이블의 모든 리
전에 대한 복제된 쓰기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용량을 전역 테이블에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te
리전에서 하나의 테이블 용량 모드에서 다른 용량 모드로 전환하면 모든 복제본의 모드가 전환됩니
다.

복제본 및 쓰기 단위 계산
계획하려면 하나의 리전에서 수행할 쓰기 횟수를 가져와서 다른 리전마다 발생하는 쓰기 횟수에 추가해야 합
니다. 하나의 리전에서 수행되는 모든 쓰기는 모든 복제본 리전에서도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 작업이 매우 중
요합니다. 모든 쓰기를 처리할 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용량 예외가 발생합니다. 또한 리전 간 복제 대기 시
간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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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하이오의 복제본 테이블의 초당 쓰기는 5회, 버지니아 북부의 복제본 테이블의 초당 쓰기는 10
회, 아일랜드의 초당 복제본 테이블의 초당 쓰기는 5회로 예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20rWCU(각
지역: 오하이오, 버지니아 북부 및 아일랜드의 rWRU)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즉, 세 리전에서
모두 총 60rWCU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Auto Scaling 및 DynamoDB를 통한 프로비저닝된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Auto Scaling을 사
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p. 288)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테이블이 Auto Scaling이 있는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로 실행되는 경우 각 리전의 복제본에 서로
다른 Auto Scaling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리전에서 동일한 Auto Scaling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

자습서: 전역 테이블 생성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콘솔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전역 테
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전역 테이블 생성(콘솔) (p. 307)
• 전역 테이블 생성(AWS CLI) (p. 308)
• 전역 테이블 생성(Java) (p. 309)

전역 테이블 생성(콘솔)
다음 단계에 따라 콘솔을 사용하여 전역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미국 및 유럽의 복제본 테이
블로 전역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home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이 예제의 경우, 미
국 동부(오하이오) 리전을 선택합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Tables]를 선택합니다.

3.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a.

테이블 이름에 Music을(를) 입력합니다.

b.

파티션 키(Partition key)에 Artist를 입력합니다. 정렬 키(Sort key)에 SongTitle을(를) 입력합니
다(Artist 및 SongTitle 모두 문자열이어야 함).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테이블 생성(Create table)을 선택합니다. 이 테이블은 새로운 전역 테이블에서 첫
번째 복제본 테이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나중에 추가하는 다른 복제본 테이블의 프로토타입입니다.
4.

글로벌 테이블(Global Tables) 탭을 선택한 다음 복제본 생성(Create replica)을 선택합니다.

5.

사용 가능한 복제 리전(Available replication Regions) 드롭다운에서 미국 서부(오레곤)(US West
(Oregon)를 선택합니다.
콘솔에서 선택한 리전에 이름이 동일한 테이블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이 동일한 테이블이 있는 경우
해당 리전에서 새 복제본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먼저 기존 테이블을 삭제해야 합니다.

6.

복제본 생성(Create Replica)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미국 서부(오레곤)에서 테이블 생성 프로세스가 시
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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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테이블(그리고 다른 복제본 테이블)의 전역 테이블 탭에 해당 테이블이 여러 리전에 복제되었다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이제 다른 리전을 추가하여 전역 테이블이 미국과 유럽에 걸쳐 복제되고 동기화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5단계를 반복하되, 이번에는 US West (Oregon)(미국 서부(오레곤)) 대신 EU(프랑크푸르트)(EU
(Frankfurt))를 지정합니다.

8.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왼쪽 탐색 메뉴의
항목(Items)에서 음악(Music)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항목 만들기(Create Item)를 선택합니다.

9.

a.

[Artist]에 item_1를 입력합니다.

b.

[SongTitle]에 Song Value 1를 입력합니다.

c.

해당 항목을 쓰려면 항목 만들기(Create item)를 선택합니다.

잠시 후에 이 항목이 전역 테이블의 세 리전 모두에 복제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콘솔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리전 선택기로 이동하고 Europe (Frankfurt)(유럽(프랑크푸르트))를 선택합
니다. 유럽(프랑크푸르트)의 Music 테이블에 새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9단계를 반복하고 미국 서부(오레곤)(US West (Oregon))을 선택하여 해당 리전의 복제를 확인합니다.

전역 테이블 생성(AWS CLI)
다음 단계에 따라 AWS CLI를 사용하여 Music 전역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미국 및 유럽의
복제본 테이블로 전역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1.

미국 동부(오하이오)에서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하고(NEW_AND_OLD_IMAGES) 새 테이블
(Music)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billing-mode PAY_PER_REQUEST \
--stream-specification StreamEnabled=true,StreamViewType=NEW_AND_OLD_IMAGES \
--region us-east-2

2.

동일한 Music 테이블을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에서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table-name Music --cli-input-json
'{
"ReplicaUpdates":
[
{
"Create": {
"RegionName": "us-east-1"
}
}
]
}'
--region=us-east-2

\

3.

유럽(아일랜드)(eu-west-1)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 2단계를 반복합니다.

4.

describe-table를 이용해 생성된 복제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Music --region us-east-2

5.

복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동부(오하이오)의 Music 테이블에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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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item '{"Artist": {"S":"item_1"},"SongTitle": {"S":"Song Value 1"}}' \
--region us-east-2

6.

몇 초 기다린 후 항목이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및 유럽(아일랜드)에 성공적으로 복제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Music \
--key '{"Artist": {"S":"item_1"},"SongTitle": {"S":"Song Value 1"}}' \
--region us-east-1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Music \
--key '{"Artist": {"S":"item_1"},"SongTitle": {"S":"Song Value 1"}}' \
--region eu-west-1

7.

유럽(아일랜드) 리전에 있는 복제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table-name Music --cli-input-json \
'{
"ReplicaUpdates":
[
{
"Delete": {
"RegionName": "eu-west-1"
}
}
]
}'

전역 테이블 생성(Java)
다음 자바 코드 샘플은 유럽(아일랜드) 리전에 Music 테이블을 생성하고 아시아 태평양(서울) 리전에 복제
본을 생성합니다.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gtv2
import java.util.logging.Logger;
import com.amazonaws.auth.profile.ProfileCredentialsProvider;
import com.amazonaws.regions.Regions;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mazonDynamoDBExcep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BillingMode;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ReplicationGroupMemberAc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Table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scribeTable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lobalSecondaryIndex;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jec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jectionType;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Override;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plicaGlobalSecondaryIndex;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plicationGroupUpdate;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calarAttributeType;

API 버전 2012-08-10
30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글로벌 테이블 작업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treamSpecifica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treamView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UpdateTableRequest;
com.amazonaws.waiters.WaiterParameters;

public class App
{
private final static Logger LOGGER = Logger.getLogger(Logger.GLOBAL_LOGGER_NAME);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
{
String tableName = "Music";
String indexName = "index1";
Regions calledRegion = Regions.EU_WEST_1;
Regions destRegion = Regions.AP_NORTHEAST_2;
AmazonDynamoDB ddb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
.withCredentials(new ProfileCredentialsProvider("default"))
.withRegion(calledRegion)
.build();
LOGGER.info("Creating a regional table - TableName: " + tableName +", IndexName: "
+ indexName + " .....");
ddbClient.createTable(new CreateTableRequest()
.withTableName(tableName)
.withAttributeDefinitions(
new AttributeDefinition()
.withAttributeName("Artist").withAttributeType(ScalarAttributeType.S),
new AttributeDefinition()
.withAttributeName("SongTitle").withAttributeType(ScalarAttributeType.S))
.withKeySchema(
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Artist").withKeyType(KeyType.HASH),
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SongTitle").withKeyType(KeyType.RANGE))
.withBillingMode(BillingMode.PAY_PER_REQUEST)
.withGlobalSecondaryIndexes(new GlobalSecondaryIndex()
.withIndexName(indexName)
.withKeySchema(new KeySchemaElement()
.withAttributeName("SongTitle")
.withKeyType(KeyType.HASH))
.withProjection(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ProjectionType.ALL)))
.withStreamSpecification(new StreamSpecification()
.withStreamEnabled(true)
.withStreamViewType(StreamViewType.NEW_AND_OLD_IMAGES)));
LOGGER.info("Waiting for ACTIVE table status .....");
ddbClient.waiters().tableExists().run(new WaiterParameters<>(new
DescribeTableRequest(tableName)));
LOGGER.info("Testing parameters for adding a new Replica in " + destRegion +
" .....");
CreateReplicationGroupMemberAction createReplicaAction = new
CreateReplicationGroupMemberAction()
.withRegionName(destRegion.getName())
.withGlobalSecondaryIndexes(new ReplicaGlobalSecondaryIndex()
.withIndexName(index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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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ProvisionedThroughputOverride(new
ProvisionedThroughputOverride()
.withReadCapacityUnits(15L)));
ddbClient.updateTable(new UpdateTableRequest()
.withTableName(tableName)
.withReplicaUpdates(new ReplicationGroupUpdate()
.withCreate(createReplicaAction.withKMSMasterKeyId(null))));

}

}

전역 테이블 모니터링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하여 전역 테이블의 동작과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mazon
DynamoDB는 전역 테이블의 각 복제본에 대해 ReplicationLatency 지표를 게시합니다.
• ReplicationLatency - 복제 테이블에 쓰여진 항목과 전역 테이블의 다른 복제본에 나타나는 항목 간의
경과 시간입니다. ReplicationLatency는 밀리초 단위로 표현되며, 모든 원본 및 대상 리전 쌍에 대해
내보내집니다.
정상 작동 중에는 ReplicationLatency가 상당히 일정해야 합니다. ReplicationLatency 값이 상
승하면 한 복제본의 업데이트 내용이 다른 복제본 테이블로 시기 적절하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복제본 테이블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받지 않기 때
문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복제본 테이블에 대해 읽기 용량 단위(RCU)와 쓰기 용량 단위
(WCU)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WCU 설정을 선택할 때 용량 관리 요구 사항 (p. 306)의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ReplicationLatency는 AWS 리전의 성능이 저하되고 해당 리전에 복제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읽기 및 쓰기 작업을 다른 AWS 리전으로 일시적으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지표 및 차원 (p. 1122)을 참조하십시오.

전역 테이블에 IAM 사용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전역 테이블을 처음으로 생성하는 경우, Amazon DynamoDB는 사용자를 위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름이
AWSServiceRoleForDynamoDBReplication인 이 역할은 DynamoDB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전역 테이
블에 대한 교차 리전 복제를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하면 모든
전역 테이블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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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DynamoDB에서 복제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소스 리전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UpdateTable
DynamoDB에서 복제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대상 리전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CreateTable
• dynamodb:CreateTableReplica
• dynamodb:Scan
• dynamodb:Query
• dynamodb:UpdateItem
• dynamodb:PutItem
• dynamodb:GetItem
• dynamodb:DeleteItem
•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에서 복제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대상 리전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DeleteTable
• dynamodb:DeleteTableReplica
UpdateTableReplicaAutoScaling에서 복제본 자동 스케일링 정책을 업데이트하려면 테이블 복제본이
있는 모든 리전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heduledAction
•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alableTargets
•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alingActivities
•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alingPolicies
•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heduledActions
• application-autoscaling:PutScalingPolicy
• application-autoscaling:PutScheduledAction
• application-autoscaling:RegisterScalableTarget
UpdateTimeToLive를 사용하려면 테이블 복제본이 있는 모든 리전에서
dynamodb:UpdateTimeToLive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 복제본 추가
다음의 IAM 정책은 전역 테이블에 복제본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VisualEdit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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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CreateTable",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UpdateTable",
"dynamodb:CreateTableReplica",
"iam:CreateServiceLinkedRole"
],
"Resource": "*"

예시: 자동 스케일링 정책 업데이트
다음의 IAM 정책은 전역 테이블에 Auto Scaling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VisualEditor0",
"Effect": "Allow",
"Action": [
"application-autoscaling:RegisterScalableTarget",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heduledAction",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alableTargets",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alingActivities",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alingPolicies",
"application-autoscaling:PutScalingPolicy",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ScheduledActions",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application-autoscaling:PutScheduledAction",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
"Resource": "*"
}
]

예: 특정 테이블 이름 및 리전에 대한 복제본 생성 허가
다음의 IAM 정책은 세 리전에 복제본이 있는 Customers 테이블에 대해 테이블과 복제본 생성을 허가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VisualEditor0",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CreateTable",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UpdateTable"
],
"Resource": [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Customers",
"arn:aws:dynamodb:us-west-1:123456789012:table/Customers",
"arn:aws:dynamodb:eu-east-2:123456789012:table/Custo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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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역 테이블을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이 단원에서는 전역 테이블을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제
• 시작하기 전에 (p. 314)
•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 (p. 315)

시작하기 전에
DynamoDB 전역 테이블 버전 2019.11.21(현재)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 복제본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리전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복제본 테이블의 암호화 설정은 리전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 복제본 테이블의 유지 시간(TTL) 설정은 리전 사이에 일관되어야 합니다. 복제본 테이블에서 TTL이 활성
화되면 TTL 삭제가 복제됩니다.
• 모든 복제 테이블에서 쓰기 용량 단위에 대해 DynamoDB Auto Scaling 또는 온디맨드 용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전역 테이블 제어 플레인 작업(생성, 삭제, 업데이트 및 설명) API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역 테이블:
DynamoDB를 사용한 다중 리전 복제를 참조하세요.
DynamoDB 전역 테이블 버전 2019.11.21(현재)에는 다음과 같은 동작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DynamoDB Streams는 각 쓰기에 대해 2개가 아닌 하나의 레코드만 게시합니다.
• 새 삽입의 경우 항목 레코드의 aws:rep:* 속성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aws:rep:* 속성이 포함된 항목을 업데이트할 경우 해당 속성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DynamoDB 매퍼는 이 테이블에 대한 aws:rep:* 속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버전 2017.11.29에서 버전 2019.11.21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ReplicationLatency 지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버전 2019.11.21(현재)이 전역 테이블 리전 간의 복제 지연에 대한 전체 엔드 투 엔드 측정을 캡
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항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전 2017.11.29 및 버전 2019.11.21(현재)의
ReplicationLatency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필수 권한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하려면 복제본 리전에 대한 dynamodb:UpdateGlobalTableVersion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DynamoDB 콘솔에 액세스하고 테이블을 보는 데 필요한 권한에 추가
됩니다.
다음 IAM 정책은 전역 테이블을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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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UpdateGlobalTableVersion",
"Resource": "*"
}
]

다음 IAM 정책은 두 개의 리전에 복제본이 있는 Music 전역 테이블만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UpdateGlobalTableVersion",
"Resource": [
"arn:aws:dynamodb::123456789012:global-table/Music",
"arn:aws:dynamodb:ap-southeast-1:123456789012:table/Music",
"arn:aws:dynamodb:us-east-2:123456789012:table/Music"
]
}
]

업데이트 프로세스 개요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전역 테이블의 상태가 ACTIVE에서 UPDATING으로 변경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리지만, 한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 동안 테이블은 읽기
및 쓰기 트래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uto Scaling은 업데이트 중에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테이블을 온디맨드 용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
다.
업데이트 중에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Auto Scaling과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한 경우 업데이트 기간 동안 예상
되는 트래픽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정책의 최소 읽기 및 쓰기 처리량을 늘려야 합니다.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돌아갑니다. 테이블 상태는 DescribeTable을 사
용하여 확인하거나 DynamoDB 콘솔에서 테이블 보기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 버전 2017.11.29에서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일회성 작업이며 되돌릴 수 없
습니다.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수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새로 생성된
전역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최대 60분이 소요됩니다.
• 전역 테이블 버전 2017.11.29에서 DynamoDB는 항목 레코드에 세 가지 속성을 삽입하는 쓰기 작
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속성(aws:rep:*)은 복제를 수행하고 충돌 해결을 관리하는 데 사용
되었습니다. 전역 테이블 버전 2019.11.21(현재)에서 복제 작업은 기본적으로 관리되며 사용자에
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DynamoDB 콘솔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DynamoDB 전역 테이블의 버전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
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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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테이블을 버전 2019.11.21로 업데이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home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할 전역 테이블을 선택합
니다.

3.

전역 테이블 탭을 선택합니다.

4.

Update version(버전 업데이트)을 선택합니다.

5.

새 요구 사항을 읽고 동의한 다음 버전 업데이트(Update version)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버전 2017.11.29에서 버전 2019.11.21(현재)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일회성 작업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테스트를 수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6.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콘솔에 나타나는 전역 테이블 버전이 2019.11.21로 변경됩니다.

2017년 11월 29일 버전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주제
• 전역 테이블: 작동 방식 (p. 316)
• 전역 테이블 관리 모범 사례 및 요구 사항 (p. 318)
• 전역 테이블 생성 (p. 320)
• 전역 테이블 모니터링 (p. 323)
• 전역 테이블에 IAM 사용 (p. 324)

전역 테이블: 작동 방식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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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의 전역 테이블에 대한 동작과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역 테이블 개념
전역 테이블이란 하나의 AWS 계정에서 소유한 한 개 이상의 복제 테이블 모음입니다.
복제 테이블(줄여서 복제본이라고도 함)은 전역 테이블의 일부로 기능하는 단일 DynamoDB 테이블입니다.
각 복제본에는 동일한 데이터 항목 집합이 저장됩니다. 전역 테이블은 AWS 리전당 한 개의 복제 테이블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역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개념적으로 간단히 설명한 것입니다.
1. AWS 리전에서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하여 일반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2. 데이터를 복제하려는 다른 리전 모두에 대해 1단계를 반복합니다.
3. 생성한 테이블을 기반으로 DynamoDB 전역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은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므로 전역 테이블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역 테이블 생성 (p. 320)을 참조하십시오.
생성된 DynamoDB 전역 테이블은 리전당 한 개씩 여러 개의 복제 테이블로 구성되며, DynamoDB는 이를 단
일 단위로 처리합니다. 모든 복제본은 동일한 테이블 이름과 동일한 기본 키 스키마를 갖습니다. 애플리케이
션이 한 리전의 복제 테이블에 데이터를 쓰면 DynamoDB가 이 쓰기를 다른 AWS 리전에 있는 다른 복제 테
이블에 자동으로 전파합니다.

Important
전역 테이블은 테이블 데이터를 동기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한 다음 속성을 자동으
로 만듭니다.
• aws:rep:deleting
• aws:rep:updatetime
• aws:rep:updateregion
이 속성을 변경하거나 같은 이름의 속성을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복제본 테이블을 전역 테이블에 추가하여 추가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전역 테이블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즉, 복제 테이블 중 어느 테이블에도 데이터가 없어야 합니다.)
전역 테이블에서 복제본 테이블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테이블은 전역 테이블과 연결이
끊어집니다. 따라서 전역 테이블과 더 이상 상호 작용을 수행하지 않으며 전역 테이블과 데이터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Warning
복제본을 제거하는 것은 원자 프로세스가 아님에 유의하십시오. 일관된 동작과 알려진 상태인지 확
인하려면 사전에 제거할 복제본에서 애플리케이션 쓰기 트래픽을 전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제본
을 제거한 후 모든 복제본 리전 엔드포인트에 복제본이 연결 해제된 것으로 표시될 때까지 기다렸다
가 자체 격리된 리전 표로 추가 쓰기를 수행합니다.

정합성 및 충돌 해결
복제본 테이블의 항목이 변경되면 동일한 전역 테이블에 있는 다른 모든 복제본에 복제됩니다. 전역 테이블
에 새로 쓰여진 항목은 일반적으로 몇 초만에 모든 복제본 테이블에 전파됩니다.
전역 테이블에서 각 복제 테이블에는 동일한 데이터 항목 집합이 저장됩니다. DynamoDB는 일부 항목만의
부분 복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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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은 다른 복제본 테이블에 대해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최종적으로 일
관된 읽기만 사용하고 하나의 AWS 리전에 대해 읽기만 발행할 경우 수정 없이 수행됩니다. 하지만 애플리케
이션이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요구하면 동일 리전에서 강력히 일관된 읽기와 쓰기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DynamoDB는 리전에서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리전에 쓰기를 하고 다른 리전
에서 읽기를 할 경우, 다른 리전에서 최근에 수행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기한 경과 데이터가 읽기 응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충돌은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리전에서 동시에 동일한 항목을 업데이트할 경우 발생합니다. 최종 일관
성을 보장하기 위해 DynamoDB 전역 테이블은 동시 업데이트에 대해 최종 쓰기 우선 적용 조정을 사용하며,
DynamoDB는 최선을 다해 최종 쓰기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충돌 해결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복제본은 최종
업데이트에 합의하며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갖는 상태가 됩니다.

가용성과 내구성
한 AWS 리전이 분리되거나 저하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리전으로 리디렉션하여 다른 복제 테이블에서
읽기 및 쓰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언제 다른 리전으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하는 사용자 지정 비즈니
스 로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전이 분리되거나 저하되면 DynamoDB는 수행된 쓰기 기록을 유지하지만 모든 복제 테이블로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리전이 다시 온라인 상태로 되면 DynamoDB는 해당 리전에서 보류 중인 쓰기 전파를 재개하여 다
른 리전의 복제 테이블로 전파합니다. 다시 온라인 상태로 된 리전에 대한 다른 복제본 테이블의 쓰기 전파도
재개됩니다.

전역 테이블 관리 모범 사례 및 요구 사항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Amazon DynamoDB 전역 테이블을 사용하여 AWS 리전 간에 테이블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전역 테
이블의 복제본 테이블과 보조 인덱스의 쓰기 용량을 동일하게 설정해 데이터를 적절히 복제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주제
• 새 복제본 테이블 추가 요구 사항 (p. 318)
• 용량 관리 모범 사례 및 요구 사항 (p. 319)

새 복제본 테이블 추가 요구 사항
새 복제본 테이블을 전역 테이블에 추가하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테이블은 모든 다른 복제본과 동일한 파티션 키를 갖습니다.
• 테이블에는 지정된 동일한 쓰기 용량 관리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 테이블은 모든 다른 복제본과 동일한 이름을 갖습니다.
• 테이블에는 DynamoDB Streams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스트림에 항목의 새 이미지와 이전 이미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역 테이블의 신규 또는 기존 복제본 테이블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지정되어 있으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이름이 같아야 합니다.
• 전역 보조 인덱스의 파티션 키와 정렬 키(존재하는 경우)가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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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쓰기 용량 설정은 전역 테이블의 복제본 테이블과 해당 보조 인덱스에 대해 일관되게
설정해야 합니다. 전역 테이블에 대한 쓰기 용량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DynamoDB
콘솔이나 UpdateGlobalTableSettings API 작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UpdateGlobalTableSettings는 쓰기 용량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전역 테이블
에 있는 모든 복제 테이블과 해당 보조 인덱스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UpdateTable,
RegisterScalableTarget 및 PutScalingPolicy 작업을 사용할 경우 각 복제본 테이블과 해
당 보조 인덱스에 개별적으로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의 UpdateGlobalTableSettings를 참조하세요.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설정을 관리하기 위해 Auto Scaling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기 용
량 설정을 수동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동일하게 복제한 WCU(쓰기 용량 단위)를 모든 복제본 테이
블에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전역 테이블의 일치하는 보조 인덱스에 동일하게 복제한
WCU(쓰기 용량 단위)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
역 테이블에 IAM 사용 (p. 324)을 참조하십시오.

용량 관리 모범 사례 및 요구 사항
DynamoDB에서 복제 테이블에 대한 용량 설정을 관리할 때 다음을 고려하세요.

DynamoDB Auto Scaling 사용
프로비저닝된 모드를 사용하는 복제 테이블의 처리량 용량 설정을 관리하려면 DynamoDB Auto Scaling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ynamoDB Auto Scaling은 실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각 복
제 테이블에 대한 읽기 용량 단위(RCU) 및 쓰기 용량 단위(WCU)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리량 용량 관리 (p. 288)을 참조하십시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복제본 테이블을 생성하는 경우, 각 복제본 테이블에 대해 RCU(읽
기 용량 유닛) 및 WCU(쓰기 용량 유닛)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 Auto Scaling 설정과 함께 Auto Scaling이 기본
적으로 활성화됩니다.
DynamoDB 콘솔이나 UpdateGlobalTableSettings 호출을 사용하여 복제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에
대한 Auto Scaling 설정을 변경할 경우, 전역 테이블에 있는 모든 복제 테이블과 해당 보조 인덱스에 변경 사
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이 기존 Auto Scaling 설정을 덮어씁니다. 따라서 전역 테이블에
있는 복제본 테이블과 보조 인덱스에 대해 할당된 쓰기 용량 설정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UpdateTable,
RegisterScalableTarget, PutScalingPolicy 호출 등을 사용할 경우 각 복제본 테이블과 해당 보조
인덱스에 개별적으로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Note
Auto Scaling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용량 변경이 만족스럽지 않거나(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 설정
(최소값, 최대값 또는 사용률 임계값)을 구성하지 않으려면 온디맨드 모드를 사용하여 전역 테이블
에 대한 용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온디맨드 모드 (p. 16)을 참조하십시오.
전역 테이블에 대한 온디맨드 모드를 활성화한 경우 복제된 쓰기 요청 단위(rWCUs) 소비량이
rWCUs 프로비저닝 방법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추가 리전에 복제되는 로컬 테이블
에 10번 쓸 경우 쓰기 요청 단위를 60회 사용하게 됩니다(10 + 10 + 10 = 30, 30 x 2 = 60). 사
용된 60개의 쓰기 요청 단위에는 글로벌 테이블 버전 2017.11.29에서 aws:rep:deleting,
aws:rep:updatetime 및 aws:rep:updateregion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된 추가 쓰기
가 포함됩니다.

수동으로 용량 관리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각 복제 테이블과 보조 인덱스에서 읽기 용량 설
정과 쓰기 용량 설정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모든 복제본 테이블에 대해 각 리전에서 프로비저닝된 rWCU(복제된 쓰기 용량 단위)는 모든 리전에서 애플
리케이션 쓰기에 필요한 총 rWCU 수에 2를 곱해야 합니다. 이는 로컬 리전에서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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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다른 리전에서 발생하는 복제된 애플리케이션 쓰기를 수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의 복제본 테이블
의 초당 쓰기를 5건으로, 버지니아 북부 복제본 테이블의 초당 쓰기를 5건으로 설정하고 싶다면, 각 복제본
테이블에 20개 WCU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5 + 5 = 10, 10 x 2 = 20).
전역 테이블에 대한 쓰기 용량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DynamoDB 콘솔이나
UpdateGlobalTableSettings API 작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UpdateGlobalTableSettings는
쓰기 용량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전역 테이블에 있는 모든 복제 테이블과 해당 보조 인덱스에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UpdateTable, RegisterScalableTarget 및 PutScalingPolicy 작업을 사용할 경우
각 복제본 테이블과 해당 보조 인덱스에 개별적으로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를 확인하세요.

Note
DynamoDB의 전역 테이블에 대한 설정(UpdateGlobalTableSettings)을 업데
이트하려면 dynamodb:UpdateGlobalTable, dynamodb:DescribeLimits,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및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역 테이
블에 IAM 사용 (p. 324)을 참조하십시오.

전역 테이블 생성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콘솔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전역 테
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전역 테이블 생성(콘솔) (p. 320)
• 전역 테이블 생성(AWS CLI) (p. 321)

전역 테이블 생성(콘솔)
다음 단계에 따라 콘솔을 사용하여 전역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미국 및 유럽의 복제본 테이
블로 전역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home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이 예제의 경우, useast-2(미국 동부 오하이오) 리전을 선택합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Tables]를 선택합니다.

3.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테이블 이름에 Music을(를) 입력합니다.
기본 키에 Artist를 입력합니다. 정렬 키 추가를 선택하고 SongTitle를 입력합니다(Artist와
SongTitle은 모두 문자열이어야 함).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이 테이블은 새로운 전역 테이블에서 첫 번째 복제본 테이
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나중에 추가하는 다른 복제본 테이블의 프로토타입입니다.

4.

전역 테이블(Global Tables) 탭을 선택한 다음 버전 2017.11.29 복제본 생성(Create a version
2017.11.29 replica)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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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사용 가능한 복제 리전(Available replication Regions) 드롭다운에서 미국 서부(오레곤)(US West
(Oregon)를 선택합니다.
콘솔에서 선택한 리전에 이름이 동일한 테이블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이 동일한 테이블이 있는 경우
해당 리전에서 새 복제본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먼저 기존 테이블을 삭제해야 합니다.
복제본 생성(Create Replica)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미국 서부(오레곤)에서 테이블 생성 프로세스가 시
작됩니다.
선택한 테이블(그리고 다른 복제본 테이블)의 전역 테이블 탭에 해당 테이블이 여러 리전에 복제되었다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제 다른 리전을 추가하여 전역 테이블이 미국과 유럽에 걸쳐 복제되고 동기화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5단계를 반복하되, 이번에는 US West (Oregon)(미국 서부(오레곤)) 대신 EU(프랑크푸르트)(EU
(Frankfurt))를 지정합니다.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왼쪽 탐색 메뉴의
항목(Items)에서 음악(Music)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항목 만들기(Create Item)를 선택합니다.
a.

[Artist]에 item_1를 입력합니다.

b.

[SongTitle]에 Song Value 1를 입력합니다.
해당 항목을 쓰려면 항목 만들기(Create item)를 선택합니다.

c.
9.

잠시 후에 이 항목이 전역 테이블의 세 리전 모두에 복제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콘솔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리전 선택기로 이동하고 Europe (Frankfurt)(유럽(프랑크푸르트))를 선택합
니다. 유럽(프랑크푸르트)의 Music 테이블에 새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0. 9단계를 반복하고 미국 서부(오레곤)(US West (Oregon))을 선택하여 해당 리전의 복제를 확인합니다.

전역 테이블 생성(AWS CLI)
다음 단계에 따라 AWS CLI를 사용하여 Music 전역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미국 및 유럽의
복제본 테이블로 전역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1.

미국 동부(오하이오)에서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하고(NEW_AND_OLD_IMAGES) 새 테이블
(Music)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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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
--stream-specification StreamEnabled=true,StreamViewType=NEW_AND_OLD_IMAGES \
--region us-east-2

2.

동일한 Music 테이블을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에서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
--stream-specification StreamEnabled=true,StreamViewType=NEW_AND_OLD_IMAGES \
--region us-east-1

3.

us-east-2 및 us-east-1 리전의 복제본 테이블로 구성된 전역 테이블(Music)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global-table \
--global-table-name Music \
--replication-group RegionName=us-east-2 RegionName=us-east-1 \
--region us-east-2

Note
전역 테이블 이름(Music)은 각 복제본 테이블의 이름(Music)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는 전역 테이블 관리 모범 사례 및 요구 사항 (p. 318)을 참조하십시오.
4.

1단계 및 2단계에서 생성한 테이블과 동일한 설정을 사용하여 유럽(아일랜드)에 다른 테이블을 생성합
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
--stream-specification StreamEnabled=true,StreamViewType=NEW_AND_OLD_IMAGES \
--region eu-west-1

이 단계를 수행한 후에는 Music 전역 테이블에 새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update-global-table \
--global-table-name Music \
--replica-updates 'Create={RegionName=eu-west-1}' \
--region us-ea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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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미국 동부(오하이오)의 Music 테이블에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item '{"Artist": {"S":"item_1"},"SongTitle": {"S":"Song Value 1"}}' \
--region us-east-2

6.

몇 초 기다린 후 항목이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및 유럽(아일랜드)에 성공적으로 복제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Music \
--key '{"Artist": {"S":"item_1"},"SongTitle": {"S":"Song Value 1"}}' \
--region us-east-1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Music \
--key '{"Artist": {"S":"item_1"},"SongTitle": {"S":"Song Value 1"}}' \
--region eu-west-1

전역 테이블 모니터링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하여 전역 테이블의 동작과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mazon
DynamoDB는 전역 테이블의 각 복제본에 대해 ReplicationLatency 및 PendingReplicationCount
지표를 게시합니다.
• ReplicationLatency - 한 복제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Streams에 나타나는 업데이트된 항목과 전
역 테이블의 다른 복제본에 나타나는 항목 간의 경과 시간입니다. ReplicationLatency는 밀리초 단위
로 표현되며, 모든 원본 및 대상-리전 쌍에 대해 내보내집니다.
정상 작동 중에는 ReplicationLatency가 상당히 일정해야 합니다. ReplicationLatency 값이 상
승하면 한 복제본의 업데이트 내용이 다른 복제본 테이블로 시기 적절하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
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복제본 테이블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받지 않
기 때문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복제본 테이블에 대해 읽기 용량 단위(RCU)와 쓰기 용량
단위(WCU)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WCU 설정을 선택할 때 용량 관리 모범 사례 및 요구 사
항 (p. 319)의 권장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ReplicationLatency는 AWS 리전의 성능이 저하되고 해당 리전에 복제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읽기 및 쓰기 작업을 다른 AWS 리전으로 일시적으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 PendingReplicationCount - 한 복제 테이블에 쓰여졌지만 전역 테이블의 다른 복제본에는 아직 쓰여
지지 않은 항목 업데이트 수입니다. PendingReplicationCount는 항목 수로 표현되며, 모든 원본 및
대상-리전 쌍에 대해 내보내집니다.
정상 작동 중에는 PendingReplicationCount가 매우 작아야 합니다.
PendingReplicationCount가 오랜 시간 동안 증가하면 복제본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설정
이 현재 워크로드에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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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dingReplicationCount는 AWS 리전의 성능이 저하되고 해당 리전에 복제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읽기 및 쓰기 작업을 다른 AWS 리전으로 일시적으로 리디렉
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지표 및 차원 (p. 1122)을 참조하십시오.

전역 테이블에 IAM 사용
2019년 11월 21일 버전(현재) (p. 305) 및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2가지 버전 DynamoDB 글
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을 확인하려면 버전 확인 (p. 304)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전역 테이블을 처음으로 생성하는 경우, Amazon DynamoDB는 사용자를 위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름이
AWSServiceRoleForDynamoDBReplication인 이 역할은 DynamoDB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전역 테이
블에 대한 교차 리전 복제를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하면 모든
전역 테이블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DynamoDB에서 전역 테이블을 생성하고 관리하려면 다음의 각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는
dynamodb:CreateGlobalTabl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추가하려는 복제본 테이블.
• 이미 전역 테이블의 요소인 각각의 기존 복제본.
• 전역 테이블 자체.
DynamoDB의 전역 테이블에 대한 설정(UpdateGlobalTableSettings)을 업데
이트하려면 dynamodb:UpdateGlobalTable, dynamodb:DescribeLimits,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및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조정 정책을 업데이트할 때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및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정책을 테이블이나 보조 인덱스에 연결하기 전에 전역 테이블 서비스가 기존의 조정 정책을 제거할 수 있습
니다.
IAM 정책을 사용하여 하나의 복제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전역 테이블의 모든 다
른 복제본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복제본 테이블에서 일관된 권한 모델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역 테이블의 모든 복제본에 동일한 IAM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전역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
세스 권한을 의도치 않게 부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역 테이블의 한 복제본에만 액
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고려합니다. 해당 사용자가 이 복제본에 쓸 수 있는 경우, DynamoDB는 다른 모든
복제 테이블에 쓰기를 전파합니다. 실제로 사용자는 전역 테이블의 모든 다른 복제본에 (간접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모든 복제본 테이블에 일관된 IAM 정책을 사용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CreateGlobalTable 작업 허용
전역 테이블에 복제본을 추가할 수 있으려면 전역 테이블과 해당하는 각 복제본 테이블에 대한
dynamodb:CreateGlobalTabl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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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IAM 정책은 모든 테이블에서의 CreateGlobalTable 작업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CreateGlobalTable"],
"Resource": "*"
}
]

예: UpdateGlobalTable, DescribeLimits,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및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작업 허용
DynamoDB의 전역 테이블에 대한 설정(UpdateGlobalTableSettings)을 업데
이트하려면 dynamodb:UpdateGlobalTable, dynamodb:DescribeLimits,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및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IAM 정책은 모든 테이블에서의 UpdateGlobalTableSettings 작업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UpdateGlobalTable",
"dynamodb:DescribeLimits",
"application-autoscaling:DeleteScalingPolicy",
"application-autoscaling:DeregisterScalableTarget"
],
"Resource": "*"
}
]

예: 특정 리전에만 허용된 복제본이 있는 특정 전역 테이블 이름에 대한 CreateGlobalTable 작업 허
용
다음 IAM 정책은 2개의 리전에 복제본이 있는 Customers라는 글로벌 테이블을 생성하
는 CreateGlobalTable 작업을 허용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CreateGlobalTable",
"Resource": [
"arn:aws:dynamodb::123456789012:global-table/Customers",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Customers",
"arn:aws:dynamodb:us-west-1:123456789012:table/Customer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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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에 태그 및 레이블 추가
Amazon DynamoDB 리소스에 태그를 사용하여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용도, 소유
자, 환경 또는 다른 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리소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다음이 가능합
니다.
• 지정한 태그를 기반으로 리소스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AWS 청구서를 태그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Note
태그가 지정된 테이블과 관련된 로컬 보조 인덱스(LSI)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GSI)는 동일한 태
그로 레이블이 자동 지정됩니다. 현재 DynamoDB Streams 사용량에 태그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태그 지정은 Amazon EC2, Amazon S3, DynamoDB 등의 AWS 서비스에서 지원됩니다. 효율적으로 태그를
지정하면 특정 태그와 연결하여 서비스 전체에 대해 생성된 보고서를 통해 비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태그 지정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DynamoDB의 태그 지정 제한 사항 (p. 326)을 파악합니다.
2. DynamoDB에서 리소스 태그 지정 (p. 326)를 사용하여 태그를 생성합니다.
3. 비용 할당 보고서 (p. 329)를 사용하여 활성 태그당 AWS 비용을 추적합니다.
끝으로, 최적화된 태깅 전략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태깅 전략을 참조하세요.

DynamoDB의 태그 지정 제한 사항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값으로 구성됩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각 DynamoDB 테이블은 동일한 키에 대해 한 가지 태그만을 사용합니다. 기존 태그(동일한 키)를 추가하
는 경우 기존 태그 값이 새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태그 키와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최대 키 길이는 유니코드 문자 128자입니다.
• 최대 값 길이는 유니코드 문자 256자입니다.
• 허용되는 문자는 문자, 공백, 숫자, 특수 문자(+ - = . _ : /)입니다.
• 리소스당 최대 태그 수는 50개입니다.
• AWS 배엉 이름과 값에는 사용자가 할당할 수 없는 aws: 접두사가 자동 할당됩니다. AWS 배정 태그 이름
은 태그 제한인 50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용 할당 보고서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태그 이름인 user: 접
두사가 포함됩니다.
• 태그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DynamoDB에서 리소스 태그 지정
Amazon DynamoDB 콘솔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태그를 추가, 나열, 편
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정의 태그를 활성화하면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
솔에 표시되어 비용 할당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비용 할당 보고서 (p. 329)을 참조하십시오.
일괄 편집을 위해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Tag Edito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g
Editor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대신 DynamoDB API를 사용하려면 Amazon DynamoDB API 참조의 다음 작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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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Resource
• UntagResource
• ListTagsOfResource
주제
• 태그별로 필터링할 사용 권한 설정 (p. 327)
• 신규 또는 기존 테이블에 태그 추가(AWS Management Console) (p. 327)
• 신규 또는 기존 테이블에 태그 추가(AWS CLI) (p. 328)

태그별로 필터링할 사용 권한 설정
태그를 사용하여 DynamoDB 콘솔에서 테이블 목록을 필터링하려면 IAM 사용자의 정책에 다음 작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tag:GetTagKeys
• tag:GetTagValues
아래 단계에 따라 IAM 사용자에게 새 IAM 정책을 연결하여 이러한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로 IAM 콘솔로 이동합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정책”을 선택합니다.

3.

“정책 생성”을 선택합니다.

4.

다음 정책을 JSON 편집기에 붙여넣습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tag:GetTagKeys",
"tag:GetTagValues"
],
"Resource": "*"
}
]

5.

마법사를 완료하고 정책에 이름을 할당합니다(예: TagKeysAndValuesReadAccess).

6.

왼쪽 탐색 메뉴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7.

목록에서 DynamoDB 콘솔에 액세스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8.

“Add permissions(권한 추가)”를 선택합니다.

9.

“Attach existing policies directly(기존 정책 직접 연결)”를 선택합니다.

10. 목록에서 이전에 생성한 정책을 선택합니다.
11.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신규 또는 기존 테이블에 태그 추가(AWS Management Console)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생성한 신규 테이블에 태그를 추가하거나 기존 테이블에 태그를 추가, 편집 또
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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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시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하려면(콘솔)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테이블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Create DynamoDB table(DynamoDB 테이블 만들기) 페이지에서 이름과 기본 키를 입력합니다. 태그
(Tags) 섹션에서 새 태그 추가(Add new tag)를 선택하고 사용하려는 태그를 입력합니다.
태그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태그 지정 제한 사항 (p. 32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기본 작업 (p. 276) 단원을 참조하세요.

기존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하려면(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1.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2.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추가 설정(Additional settings) 탭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하단의 태그
(Tags) 섹션에서 태그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기존 테이블에 태그 추가(AWS CLI)
다음 예제에서는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 및 인덱스 생성 시 태그를 지정하고 기존 리소스에 태그를 지
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생성 시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하려면(AWS CLI)
•

다음 예제에서는 새 Movies 테이블을 생성하고 값이 blueTeam인 Owner 태그를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ovies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AttributeName=Title,KeyType=HASH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5 \
--tags Key=Owner,Value=blueTeam

기존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하려면(AWS CLI)
•

다음 예제에서는 Movies 테이블에 대해 값이 blueTeam인 Owner 태그를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tag-resource \
--resource-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ovies \
--tags Key=Owner,Value=blueTeam

테이블에 대한 태그를 모두 나열하려면(AWS CLI)
•

다음 예제는 Movies 테이블과 연결된 모든 태그를 나열합니다.
aws dynamodb list-tags-of-resource \
--resource-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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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할당 보고서
AWS에서는 태그를 사용하여 비용 할당 보고서에서 리소스 비용을 구성합니다. AWS에서는 두 가지 비용 할
당 태그 유형을 제공합니다.
• AWS 생성 태그 AWS는 사용자를 위해 태그를 정의, 생성 및 적용합니다.
• 사용자 정의 태그로, 사용자가 태그를 정의, 생성 또는 적용합니다.
두 유형의 태그 모두 개별적으로 활성화해야만 Cost Explorer나 비용 할당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AWS 생성 태그 활성화 방법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billing/home#/에서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비용 할당 태그(Cost Allocation Tags)를 선택합니다.
3. AWS-Generated Cost Allocation Tags(AWS 생성 비용 할당 태그)에서 Activate(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 태그 활성화 방법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billing/home#/에서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비용 할당 태그(Cost Allocation Tags)를 선택합니다.
3. 사용자 정의 비용 할당 태그 아래에서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태그를 생성하여 활성화한 후 AWS에서는 사용 내역 및 비용별로 집계한 태그를 사용하여 비용 할당 보고서
를 만듭니다. 비용 할당 보고서에는 각 결제 기간의 모든 AWS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태그가
지정된 리소스와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리소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리소스에 대한 요금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Note
현재 DynamoDB에서 이전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비용 할당 보고서의 태그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세요.

Java에서 DynamoDB 테이블 작업
AWS SDK for Java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하거나, 계정에 속한
모든 테이블을 나열하거나, 특정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제
• 테이블 생성 (p. 329)
• 테이블 업데이트 (p. 330)
• 테이블 삭제 (p. 331)
• 테이블 나열 (p. 331)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테이블 생성, 업데이트, 삭제 및 나열 (p. 332)

테이블 생성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테이블 이름, 기본 키, 그리고 할당 처리량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숫자 형식의
속성 ID를 기본 키로 사용하여 샘플 테이블을 생성하는 코드 조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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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 for Java API를 사용해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CreateTableRequest를 인스턴스화하여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테이블 이름, 속성 정의, 키 스키마, 그리고 할당 처리량 값입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creat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Id").withAttributeType("N"));
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Id").withKeyType(KeyType.HASH));
CreateTableRequest 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withTableName(tableName)
.withKeySchema(keySchema)
.with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withProvisionedThroughput(new ProvisionedThroughput()
.withReadCapacityUnits(5L)
.withWriteCapacityUnits(6L));
Table table = dynamoDB.createTable(request);
table.waitForActive();

DynamoDB가 테이블을 생성하고 상태를 ACTIVE로 설정해야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reateTable 요청이 사용할 수 있는 Table 객체를 반환하여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습
니다.

Example
TableDescription tableDescription =
dynamoDB.getTable(tableName).describe();
System.out.printf("%s: %s \t ReadCapacityUnits: %d \t WriteCapacityUnits: %d",
tableDescription.getTableStatus(),
tableDescription.getTableName(),
tableDescription.getProvisionedThroughput().getReadCapacityUnits(),
tableDescription.getProvisionedThroughput().getWriteCapacityUnits());

또한 클라이언트의 describe 메서드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테이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mple
TableDescription tableDescription = dynamoDB.getTable(tableName).describe();

테이블 업데이트
기존 테이블의 할당 처리량 값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러한 값을 업데
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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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하루당 처리량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량 (p. 126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SDK for Java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1.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ProvisionedThroughpu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새로운 처리량 값을 입력합니다.

3.

ProvisionedThroughput 인스턴스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updat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ProductCatalog");
ProvisionedThroughput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withReadCapacityUnits(15L)
.withWriteCapacityUnits(12L);
table.updateTable(provisionedThroughput);
table.waitForActive();

테이블 삭제
AWS SDK for Java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1.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Delet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려는 테이블 이름을 입력합니다.

3.

Table 인스턴스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delet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ProductCatalog");
table.delete();
table.waitForDelete();

테이블 나열
계정에 속한 테이블을 나열하려면 DynamoDB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listTables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ListTables 작업에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습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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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Collection<ListTablesResult> tables = dynamoDB.listTables();
Iterator<Table> iterator = tables.iterator();
while (iterator.hasNext()) {
Table table = iterator.next();
System.out.println(table.getTableName());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테이블 생성, 업데이
트, 삭제 및 나열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
(ExampleTable)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합니다. 표 업데이트의 일부로 할당 처리량 값이 올라갑니
다. 이 예제는 또한 계정에 속한 테이블을 모두 나열하고 특정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다
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Iterator;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Coll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Table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ListTablesResul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TableDescription;

public class DocumentAPITable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atic String tableName = "ExampleTable";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createExampleTable();
listMyTables();
getTable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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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ExampleTable();
}

deleteExampleTable();

static void createExampleTable() {
try {
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Id").withAttributeType("N"));
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Id").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CreateTableRequest 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withKeySchema(keySchema)
.with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withProvisionedThroughput(
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5L).withWriteCapacityUnits(6L));
System.out.println("Issuing CreateTable request for " + tableName);
Table table = dynamoDB.createTable(request);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created...this may take
a while...");
table.waitForActive();
getTableInformation();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CreateTable request failed for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static void listMyTables() {
TableCollection<ListTablesResult> tables = dynamoDB.listTables();
Iterator<Table> iterator = tables.iterator();
System.out.println("Listing table names");

}

while (iterator.hasNext()) {
Table table = iterator.next();
System.out.println(table.getTableName());
}

static void getTableInformation() {
System.out.println("Describing " + tableName);
TableDescription tableDescription = dynamoDB.getTable(tableName).describe();
System.out.format(
"Name: %s:\n" + "Status: %s \n" + "Provisioned Throughput (read capacity units/
sec): %d \n"
+ "Provisioned Throughput (write capacity units/sec): %d \n",
tableDescription.getTableName(), tableDescription.getTable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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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Description.getProvisionedThroughput().getReadCapacityUnits(),
tableDescription.getProvisionedThroughput().getWriteCapacityUnits());

}

static void updateExampleTabl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System.out.println("Modifying provisioned throughput for " + tableName);
try {
table.updateTable(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6L).withWriteCapacityUnits(7L));

}

table.waitForActive();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pdateTable request failed for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static void deleteExampleTabl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System.out.println("Issuing DeleteTable request for " + tableName);
table.delete();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deleted...this may take
a while...");

}

table.waitForDelete();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DeleteTable request failed for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NET에서 DynamoDB 테이블 작업
AWS SDK for .NET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하거나, 계정에 속한 모든 테이블을 나열하
거나, 특정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SDK for .NET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통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해당하는 요청 객체를 만들어 작업의 필수 및 선택적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reateTableRequest 객체를 만들어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UpdateTableRequest 객체
를 만들어 기존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만든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적절한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Note
이 단원의 예제는 동기식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NET 코어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용 AWS 비동기식 API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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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테이블 생성 (p. 335)
• 테이블 업데이트 (p. 336)
• 테이블 삭제 (p. 337)
• 테이블 나열 (p. 337)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테이블 생성, 업데이트, 삭제 및 나열 (p. 338)

테이블 생성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테이블 이름, 기본 키, 그리고 할당 처리량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해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Creat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테이블 이름, 기본 키, 그리고 할당 처리량 값입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AmazonDynamoDBClient.Creat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Id를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값의 기본
키와 집합으로 사용하여 테이블(ProductCatalog)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 요건에 따라
UpdateTable API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 처리량 값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Id",
AttributeType = "N"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d",
KeyType = "HASH" //Partition key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5
}
};
var response = client.CreateTable(request);

DynamoDB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CreateTable
응답에는 TableDescription 속성이 포함되어 필요한 테이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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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var result = response.CreateTableResult;
var tableDescription = result.TableDescription;
Console.WriteLine("{1}: {0} \t ReadCapacityUnits: {2} \t WriteCapacityUnits: {3}",
tableDescription.TableStatus,
tableDescription.TableName,
tableDescription.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
tableDescription.ProvisionedThroughput.WriteCapacityUnits);
string status = tableDescription.TableStatus;
Console.WriteLine(tableName + " - " + status);

그 밖에도 클라이언트의 DescribeTable 메서드를 호출하여 언제든지 테이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mple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TableName = "ProductCatalog"});

테이블 업데이트
기존 테이블의 할당 처리량 값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에 따라 이러한 값을 업데
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Note
처리량은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늘릴 수 있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당 처
리량 증가 및 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
량 (p. 126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Updat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테이블 이름과 할당된 새 처리량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AmazonDynamoDBClient.Updat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ExampleTable";
var request = new Upd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 Provide new values.
ReadCapacityUnits = 20,
WriteCapacityUnits = 10
}
};
var response = client.UpdateTable(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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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삭제
다음 단계에 따라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Delet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려는 테이블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AmazonDynamoDBClient.Delet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ExampleTable";
var request = new DeleteTableRequest{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client.DeleteTable(request);

테이블 나열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계정에 속한 테이블을 나열하려면
AmazonDynamoDBClient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ListTables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ListTables 작업에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페이징을 사용하여 페이지당 테이블 이름 수를 제한하려면 Limit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아래 C# 예제에서와 같이 ListTablesRequest 객체를 생성한 후 옵션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됩니
다. 그러면 페이지 크기와 함께 요청에서 ExclusiveStartTableName 파라미터가 설정됩니다. 처음에는
ExclusiveStartTableName가 null 값을 갖지만, 첫 번째 결과 페이지를 가져온 후 다음 결과 페이지를 가
져오려면 이 파라미터 값을 현재 결과의 LastEvaluatedTableName 속성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 Initial value for the first page of table names.
string lastEvaluatedTableName = null;
do
{
// Create a request object to specify optional parameters.
var request = new ListTablesRequest
{
Limit = 10, // Page size.
ExclusiveStartTableName = lastEvaluatedTableName
};
var response = client.ListTables(request);
ListTablesResult result = response.ListTablesResult;
foreach (string name in result.TableNames)
Console.WriteLine(name);
lastEvaluatedTableName = result.LastEvaluatedTableName;
} while (lastEvaluatedTableName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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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테이블 생성, 업
데이트, 삭제 및 나열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테이블(ExampleTable)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합니다. 그 밖에 계정에
속한 테이블을 모두 나열하고 특정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면 할당
처리량 값이 올라갑니다.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
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Model;
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TableExample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private static string tableName = "ExampleTable";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CreateExampleTable();
ListMyTables();
GetTableInformation();
UpdateExampleTable();
DeleteExampleTable();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private static void CreateExampleTable()
{
Console.WriteLine("\n*** Creating table ***");
var 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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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Name = "Id",
AttributeType = "N"

},
{

},

};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ReplyDateTime",
AttributeType = "N"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d",
KeyType = "HASH" //Partition key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ReplyDateTime",
KeyType = "RANGE" //Sort key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6
},
TableName = tableName

var response = client.CreateTable(request);
var tableDescription = response.TableDescription;
Console.WriteLine("{1}: {0} \t ReadsPerSec: {2} \t WritesPerSec: {3}",
tableDescription.TableStatus,
tableDescription.TableName,
tableDescription.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
tableDescription.ProvisionedThroughput.WriteCapacityUnits);
string status = tableDescription.TableStatus;
Console.WriteLine(tableName + " - " + status);
}

WaitUntilTableReady(tableName);

private static void ListMyTables()
{
Console.WriteLine("\n*** listing tables ***");
string lastTableNameEvaluated = null;
do
{
var request = new ListTablesRequest
{
Limit = 2,
ExclusiveStartTableName = lastTableNameEvaluated
};
var response = client.ListTables(request);
foreach (string name in response.TableNames)
Console.WriteLine(name);

}

lastTableNameEvaluated = response.LastEvaluatedTableName;
} while (lastTableNameEvaluated != null);

private static void GetTable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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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WriteLine("\n*** Retrieving table information ***");
var request = 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client.DescribeTable(request);

}

TableDescription description = response.Table;
Console.WriteLine("Name: {0}", description.TableName);
Console.WriteLine("# of items: {0}", description.ItemCount);
Console.WriteLine("Provision Throughput (reads/sec): {0}",
description.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
Console.WriteLine("Provision Throughput (writes/sec): {0}",
description.ProvisionedThroughput.WriteCapacityUnits);

private static void UpdateExampleTable()
{
Console.WriteLine("\n*** Updating table ***");
var request = new Upd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6,
WriteCapacityUnits = 7
}
};
var response = client.UpdateTable(request);
}

WaitUntilTableReady(tableName);

private static void DeleteExampleTable()
{
Console.WriteLine("\n*** Deleting table ***");
var request = new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client.DeleteTable(request);
}

Console.WriteLine("Table is being deleted...");

private static void WaitUntilTableReady(string tableName)
{
string status = null;
// Let us wait until table is created. Call DescribeTable.
do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try
{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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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tus = res.Table.TableStatus;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 DescribeTable is eventually consistent. So you might
// get resource not found. So we handle the potential exception.
}
} while (status != "ACTIVE");

읽기 및 쓰기 작업 수행
DynamoDB API 또는 DynamoDB용 PartiQL을 사용하여 읽기 및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
업을 통해 테이블의 항목과 상호 작용하여 기본적인 CRUD(생성, 읽기, 업데이트 및 삭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제
• DynamoDB API (p. 341)
• PartiQL - Amazon DynamoDB용 SQL 호환 쿼리 언어 (p. 461)

DynamoDB API
주제
•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 항목 컬렉션 - DynamoDB에서 일대다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 (p. 423)
• DynamoDB에서 스캔 작업 (p. 441)

항목 및 속성 작업
Amazon DynamoDB에서 항목은 속성 모음입니다. 각 속성마다 이름과 값이 있습니다. 속성 값은 스칼라, 세
트 또는 문서 유형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 작동 방식 (p. 2)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는 기본 CRUD(생성/읽기/업데이트/삭제) 기능을 위한 다음 네 가지 작업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원자성입니다.
• PutItem - 항목을 생성합니다.
• GetItem - 항목을 읽습니다.
• UpdateItem -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DeleteItem -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각 작업에서는 작업할 항목의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etItem을 사용하여 항목을
읽으려면 해당 항목에 대한 파티션 키와 정렬 키(적용 가능한 경우)를 지정해야 합니다.
네 개의 기본 CRUD 작업에 추가하여 DynamoDB는 다음과 같은 작업도 제공합니다.
• BatchGetItem -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최대 100개의 항목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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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tchWriteItem -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최대 25개의 항목을 생성하거나 삭제합니다.
이러한 배치 작업은 여러 CRUD 작업을 단일 요청으로 결합니다. 또한 배치 작업은 항목 읽기 및 쓰기를 병렬
로 실행하여 응답 지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이 작업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조건부 업데이트 및 원자성 카운터와 같은 관련 주제도
다룹니다. 이 단원에는 AWS SDK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
• 항목 읽기 (p. 342)
• 항목 쓰기 (p. 343)
• 반환 값 (p. 344)
• 배치 작업 (p. 345)
• 원자성 카운터 (p. 347)
• 조건부 쓰기 (p. 347)
•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
• DynamoDB 유지 시간(TTL)을 사용하여 항목 만료 (p. 375)
• 항목 작업: Java (p. 380)
• 항목 작업: .NET (p. 400)

항목 읽기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읽으려면 GetItem 작업을 사용합니다. 원하는 항목의 기본 키와 함께 테이
블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mple
다음은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항목을 읽는 방법을 보여주는 AWS CLI 예제입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

Note
GetItem에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복합 기본 키(파
티션 키 및 정렬 키)가 있는 경우 파티션 키 값과 정렬 키 값을 공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GetItem 요청은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를 수행합니다. 그 대신 ConsistentRead 파라미터
를 사용하여 강력한 일관된 읽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추가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하지만 가장
최신 버전의 항목을 반환합니다.)
GetItem은 모든 항목의 속성을 반환합니다. 프로젝션 표현식을 사용하여 속성의 일부만 반환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프로젝션 표현식 (p. 354)을 참조하십시오.
GetItem에서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 수를 반환하려면 ReturnConsumedCapacity 파라미터를 TOTAL로
설정합니다.

Example
다음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예제에는 몇 가지 GetItem 파라미터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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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 \
--consistent-read \
--projection-expression "Description, Price, RelatedItems" \
--return-consumed-capacity TOTAL

항목 쓰기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PutItem
• UpdateItem
• DeleteItem
이러한 각각의 작업마다 일부가 아닌 전체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복합 기본 키(파
티션 키 및 정렬 키)가 있는 경우 파티션 키 값과 정렬 키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 중 하나에서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 수를 반환하려면 ReturnConsumedCapacity 파라미터를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 TOTAL - 사용된 총 쓰기 용량 단위 수를 반환합니다.
• INDEXES - 사용된 총 쓰기 용량 단위 수와 작업의 영향을 받은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의 소계를 반환합니
다.
• NONE - 쓰기 용량 세부 정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값이 기본값입니다.)

PutItem
PutItem 새 항목을 만듭니다. 동일 키의 항목이 테이블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이 새 항목으로 대
체됩니다.

Example
Thread 테이블에 새 항목을 씁니다. Thread에 대한 기본 키는 ForumName(파티션 키)와 Subject(정렬
키)로 구성됩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Thread \
--item file://item.json

--item의 인수는 item.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ForumName": {"S": "Amazon DynamoDB"},
"Subject": {"S": "New discussion thread"},
"Message": {"S": "First post in this thread"},
"LastPostedBy": {"S": "fred@example.com"},
"LastPostDateTime": {"S": "201603190422"}

UpdateItem
지정된 키가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UpdateItem은 새 항목을 생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항목
의 속성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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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표현식을 사용하여 수정하려는 속성과 새 값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업데이트 표현
식 (p. 367)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 표현식 내에서는 표현식 속성 값을 실제 값에 대한 자리 표시자로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표현
식 속성 값 (p. 357)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Thread 항목에서 다양한 속성을 수정합니다. 선택적 ReturnValues 파라미터는 업데이트 후 나타나는 항
목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반환 값 (p. 344)을 참조하십시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Thread \
--key file://key.json \
--update-expression "SET Answered = :zero, Replies = :zero, LastPostedBy
= :lastpostedby"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
--return-values ALL_NEW

--key의 인수는 key.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ForumName": {"S": "Amazon DynamoDB"},
"Subject": {"S": "New discussion thread"}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파일에 저장
됩니다.
{
}

":zero": {"N":"0"},
":lastpostedby": {"S":"barney@example.com"}

DeleteItem
DeleteItem는 지정된 키가 있는 항목을 삭제합니다.

Example
다음 AWS CLI 예제는 Thread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Thread \
--key file://key.json

반환 값
경우에 따라서는 DynamoDB에서 수정 전 또는 후에 나타난 특정 속성 값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PutItem, UpdateItem 및 DeleteItem 작업에는 수정 전 또는 후의 속성 값을 반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ReturnValues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ReturnValues의 기본값은 DynamoDB에서 수정된 속성에 대한 정보를 반환하지 않는 NONE입니다.
다음은 DynamoDB API 작업에서 구성되는 ReturnValues에 대한 기타 유효한 설정입니다.
API 버전 2012-08-10
34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API

PutItem
• ReturnValues: ALL_OLD
• 기존 항목을 덮어쓰면 ALL_OLD는 덮어쓰기 전에 나타난 전체 항목을 반환합니다.
•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쓰면 ALL_OLD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UpdateItem
UpdateItem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UpdateItem은
항목이 아직 없는 경우 항목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upsert를 수행합니다.
• ReturnValues: ALL_OLD
•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면 ALL_OLD는 업데이트 전에 나타난 전체 항목을 반환합니다.
•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업데이트하면(upsert) ALL_OLD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ReturnValues: ALL_NEW
•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면 ALL_NEW는 업데이트 후에 나타난 전체 항목을 반환합니다.
•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업데이트하면(upsert) ALL_NEW는 전체 항목을 반환합니다.
• ReturnValues: UPDATED_OLD
•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면 UPDATED_OLD는 업데이트 전에 나타난 업데이트된 속성만 반환합니다.
•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업데이트하면(upsert) UPDATED_OLD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ReturnValues: UPDATED_NEW
•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면 UPDATED_NEW는 업데이트 후에 나타난 영향을 받은 속성만 반환합니다.
•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업데이트하면(upsert) UPDATED_NEW는 업데이트 후에 나타나는 업데이트된 속성
만 반환합니다.

DeleteItem
• ReturnValues: ALL_OLD
• 기존 항목을 삭제하면 ALL_OLD는 삭제하기 전에 나타난 전체 항목을 반환합니다.
• 존재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면 ALL_OLD는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배치 작업
여러 항목을 읽거나 써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DynamoDB는 BatchGetItem 및 BatchWriteItem
작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과 DynamoDB 간의 네트워크 왕복 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DynamoDB는 개별 읽기 또는 쓰기 작업을 병렬로 수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동시성 또
는 스레딩을 관리할 필요 없이 이 병렬 실행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치 작업은 본질적으로 다중 읽기 또는 쓰기 요청에 대한 래퍼입니다. 예를 들어, BatchGetItem 요청
에 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DynamoDB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5개의 GetItem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
찬가지로, BatchWriteItem 요청에 추가 요청 두 개와 삭제 요청 네 개가 포함되어 있으면 DynamoDB는
PutItem 요청 두 개와 DeleteItem 요청 네 개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치에 있는 모든 요청이 실패하지 않는 한 배치 작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BatchGetItem 작업을 수행하지만 배치에 있는 개별 GetItem 요청 중 하나가 실패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BatchGetItem은 실패한 GetItem 요청에서 키와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배치에 있는 기타 GetItem
요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BatchGetItem
단일 BatchGetItem 작업은 최대 100개의 개별 GetItem 요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최대 16MB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BatchGetItem 작업은 여러 테이블에서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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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일부 속성만 반환하는 프로젝션 표현식을 사용하여 Thread 테이블에서 두 개의 항목을 검색합니다.
aws dynamodb batch-get-item \
--request-items file://request-items.json

--request-items의 인수는 request-item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Thread": {
"Keys": [
{
"ForumName":{"S": "Amazon DynamoDB"},
"Subject":{"S": "DynamoDB Thread 1"}
},
{
"ForumName":{"S": "Amazon S3"},
"Subject":{"S": "S3 Thread 1"}
}
],
"ProjectionExpression":"ForumName, Subject, LastPostedDateTime, Replies"
}

BatchWriteItem
BatchWriteItem 작업은 최대 25개의 개별 PutItem 및 DeleteItem 요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최대
16MB의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개별 항목의 최대 크기는 400KB입니다.) 또한 BatchWriteItem 작업은
여러 테이블에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Note
BatchWriteItem은 UpdateItem 요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mple
ProductCatalog 테이블에 두 개의 항목을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batch-write-item \
--request-items file://request-items.json

--request-items의 인수는 request-item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ProductCatalog": [
{
"PutRequest": {
"Item": {
"Id": { "N": "601" },
"Description": { "S": "Snowboard" },
"QuantityOnHand": { "N": "5" },
"Price": { "N": "100" }
}
}
},
{
"Put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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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tem": {
"Id": { "N": "602" },
"Description": { "S": "Snow shovel" }
}

원자성 카운터
UpdateItem 작업을 사용하여 원자성 카운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쓰기 요청과 충돌하지 않고
조건 없이 증감되는 숫자 속성입니다. 모든 쓰기 요청은 수신된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원자성 카운터가 있으
면 업데이트는 idempotent 방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UpdateItem을 호출할 때마다 숫자 값이 증가합
니다.
원자성 카운터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의 방문객 수를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값과 상관없이 숫자 값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UpdateItem 작업이 실패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작업을 단순
히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카운터를 두 번 업데이트할 위험이 있지만, 웹 사이트 방문객 수를 약
간 많게 또는 적게 계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수를 많게 또는 적게 계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예: 은행 애플리케이션) 원자성 카운터가 적합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자성 카운터 대신 조건부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수치 속성 증가 및 감소 (p. 371)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다음은 제품의 Price가 5씩 증가하는 AWS CLI 예입니다. (UpdateItem은 idempotent 방식이 아니기 때문
에 이 예제를 실행할 때마다 Price가 증가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 { "N": "601" }}' \
--update-expression "SET Price = Price + :incr" \
--expression-attribute-values '{":incr":{"N":"5"}}' \
--return-values UPDATED_NEW

조건부 쓰기
기본적으로 DynamoDB 쓰기 작업(PutItem, UpdateItem, DeleteItem)은 무조건적입니다. 즉, 이러한 각
작업은 지정된 기본 키가 있는 기존 항목을 덮어씁니다.
DynamoDB는 선택적으로 이러한 작업의 조건부 쓰기를 지원합니다. 조건부 쓰기는 항목 속성이 하나 이상
의 예상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반환합니다. 조건부 쓰기는 많은 상황
에서 유용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기본 키가 있는 항목이 아직 없는 경우에만 PutItem 작업이 성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는 속성 중 하나에 특정 값이 있으면 UpdateItem 작업을 통해 항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쓰기는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항목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두 명의 사용자(Alice
와 Bob)가 DynamoDB 테이블에서 동일한 항목을 작업하고 있는 다음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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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가 AWS CLI를 사용하여 Price 속성을 8로 업데이트한다고 가정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 \
--update-expression "SET Price = :newval"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파일에 저장
됩니다.
{
}

":newval":{"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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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Bob이 비슷한 UpdateItem 요청을 나중에 실행하지만, Price를 12로 변경한다고 가정합니다. Bob의
경우 --expression-attribute-values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newval":{"N":"12"}

Bob의 요청은 성공하지만 Alice의 이전 업데이트는 손실됩니다.
조건부 PutItem, DeleteItem 또는 UpdateItem을 요청하려면 조건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조건 표현식은
속성 이름, 조건부 연산자 및 기본 제공 함수를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전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작업이 실패합니다.
이제 조건부 쓰기를 사용하여 Alice의 업데이트를 덮어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다음 다이어그
램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 Alice는 현재 Price가 10인 경우에만 Price를 8로 업데이트하려고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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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 \
--update-expression "SET Price = :newval" \
--condition-expression "Price = :currval"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파일에 저장
됩니다.
{
}

":newval":{"N":"8"},
":currval":{"N":"10"}

조건이 true로 평가되기 때문에 Alice의 업데이트가 성공합니다.
다음에 Bob은 현재 Price가 10인 경우에만 Price를 12로 업데이트하려고 시도합니다. Bob의 경우 -expression-attribute-values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newval":{"N":"12"},
":currval":{"N":"10"}

Alice가 이전에 Price를 8로 변경했기 때문에 조건 표현식은 false로 평가되고 Bob의 업데이트는 실패합니
다.
자세한 정보는 조건 표현식 (p. 358)을 참조하십시오.

조건부 쓰기 멱등성
업데이트 할 동일한 속성에 대한 조건부 검사의 경우 조건부 쓰기는 idempotent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항목
의 특정 속성 값이 요청 시 원하는 값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DynamoDB가 해당 쓰기 요청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Price가 현재 20인 경우에만 항목의 Price를 3으로 증가시키는 UpdateItem 요청을 실행한다
고 가정합니다. 요청을 보낸 후 결과를 다시 받기 전에 네트워크 오류가 나타나고 요청이 성공적이었는지 여
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조건부 쓰기는 멱등성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UpdateItem 요청을 재시도할 수 있
으며 Price가 현재 20인 경우에만 DynamoDB가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조건부 쓰기에서 사용된 용량 단위
조건부 쓰기 중에 ConditionExpression이 false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DynamoDB는 테이블에서 쓰기 용
량을 사용합니다.
• 항목이 테이블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경우 DynamoDB는 쓰기 용량 단위 1을 사용합니다.
•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 수는 항목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KB 항목의
조건부 쓰기가 실패하면 쓰기 용량 단위 1이 소비됩니다. 이때 항목 크기가 2배라면 실패한 조건부 쓰기도
쓰기 용량 유닛 2를 소비합니다.

Note
쓰기 작업은 쓰기 용량 단위만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쓰기가 실패하면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이 반환됩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사
용된 쓰기 용량에 대한 정보를 응답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Amazon CloudWatch에서 테이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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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ConsumedWriteCapacityUnits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로깅 및 모니터
링 (p. 1120)에서 DynamoDB 지표 (p. 1122) 섹션을 참조하세요.
조건부 쓰기 중에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 수를 반환하려면 ReturnConsumedCapacity 파라미터를 사용합
니다.
• TOTAL - 사용된 총 쓰기 용량 단위 수를 반환합니다.
• INDEXES - 사용된 총 쓰기 용량 단위 수와 작업의 영향을 받은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의 소계를 반환합니
다.
• NONE - 쓰기 용량 세부 정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값이 기본값입니다.)

Note
글로벌 보조 인덱스와 달리 로컬 보조 인덱스는 프로비저닝된 처리 용량을 해당 테이블과 공유합니
다.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의 읽기 또는 쓰기 작업에는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 용량이 사용됩니
다.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Amazon DynamoDB에서는 표현식을 사용하여 항목에서 읽어올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을 쓸
때도 표현식을 사용하여 충족해야 할 조건(조건부 업데이트)을 나타내거나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나
타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기본 표현식 문법과 사용 가능한 표현식 종류를 설명합니다.

Note
DynamoDB에서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부 파라미터도 지원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조건부 파라미터 (p. 1340)을 참조하십시오.
새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레거시 파라미터보다는 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제
• 표현식 사용 시 항목 속성 지정 (p. 351)
• 프로젝션 표현식 (p. 354)
•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p. 355)
• 표현식 속성 값 (p. 357)
• 조건 표현식 (p. 358)
• 업데이트 표현식 (p. 367)

표현식 사용 시 항목 속성 지정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의 표현식에서 항목 속성을 참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러 목록과 맵
내부에 깊이 중첩된 경우에도 속성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최상위 속성 (p. 352)
• 중첩 속성 (p. 353)
• 문서 경로 (p. 353)
샘플 항목: ProductCatalog
다음은 ProductCatalog 테이블의 항목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예시 테이블 및 데이
터 (p. 1278)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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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123,
"Title": "Bicycle 123",
"Description": "123 description",
"BicycleType": "Hybrid",
"Brand": "Brand-Company C",
"Price": 500,
"Color": ["Red", "Black"],
"ProductCategory": "Bicycle",
"InStock": true,
"QuantityOnHand": null,
"RelatedItems": [
341,
472,
649
],
"Pictures": {
"FrontView": "http://example.com/products/123_front.jpg",
"RearView": "http://example.com/products/123_rear.jpg",
"SideView": "http://example.com/products/123_left_side.jpg"
},
"ProductReviews": {
"FiveStar": [
"Excellent! Can't recommend it highly enough! Buy it!",
"Do yourself a favor and buy this."
],
"OneStar": [
"Terrible product! Do not buy this."
]
},
"Comment": "This product sells out quickly during the summer",
"Safety.Warning": "Always wear a helmet"

다음을 참조하세요.
• 파티션 키 값(Id)은 123입니다. 정렬 키는 없습니다.
• 대부분의 속성에는 String, Number, Boolean 및 Null 같은 스칼라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 속성 하나(Color)는String Set입니다.
• 다음 속성은 문서 데이터 형식입니다.
• RelatedItems 목록. 각 요소가 관련 제품의 Id입니다.
• Pictures 맵. 각 요소가 이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며, 해당 이미지 파일의 URL이 함께 제공됩니다.
• ProductReviews 맵. 각 요소가 평점과 해당 평점에 상응하는 리뷰 목록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이 맵은
별 5개 및 1개 리뷰로 채워집니다.

최상위 속성
속성이 다른 속성 내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속성을 최상위라고 합니다. ProductCatalog 항
목의 경우 최상위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Id
• Title
• Description
• BicycleType
• Brand
• Price
•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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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Category
• InStock
• QuantityOnHand
• RelatedItems
• Pictures
• ProductReviews
• Comment
• Safety.Warning
이러한 최상위 속성은 Color(목록), RelatedItems(목록), Pictures(맵) 및 ProductReviews(맵)를 제
외하고 모두 스칼라입니다.

중첩 속성
속성이 다른 속성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속성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중첩 속성에 액세스하려면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 [n] - 목록 요소의 경우
• .(점) - 맵 요소의 경우

목록 요소에 액세스
목록 요소의 역참조 연산자는 [N]이며, 여기에서 n은 요소 번호입니다. 목록 요소는 0부터 시작되므로 [0]은
목록의 첫 번째 요소, [1]은 두 번째 요소를 나타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 MyList[0]
• AnotherList[12]
• ThisList[5][11]
ThisList[5] 요소 자체는 하나의 중첩된 목록입니다. 그러므로 ThisList[5][11]은 해당 목록의 열두
번째 요소를 나타냅니다.
대괄호 내부의 숫자는 음수가 아닌 정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표현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MyList[-1]
• MyList[0.4]

맵 요소에 액세스
맵 요소의 역참조 연산자는 .(점)입니다. 점을 맵 내에서 요소 간 구분 기호로 사용합니다.
• MyMap.nestedField
• MyMap.nestedField.deeplyNestedField

문서 경로
표현식에서 문서 경로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속성을 찾을 위치를 알려 줍니다. 최상의 속성의 경우, 문서
경로는 단순히 속성 이름입니다. 중첩된 속성의 경우 역참조 연산자를 사용하여 문서 경로를 생성합니다.
문서 경로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식 사용 시 항목 속성 지정 (p. 351)에 표시된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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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스칼라 속성.
Description
• 최상위 목록 속성. (이 속성은 일부 요소만이 아닌 전체 목록을 반환합니다.)
RelatedItems
• RelatedItems 목록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목록 요소는 0부터 시작합니다.
RelatedItems[2]
• 제품의 전면도 그림입니다.
Pictures.FrontView
• 모든 별 5개 리뷰입니다.
ProductReviews.FiveStar
• 별 5개 리뷰 중 첫 번째 리뷰입니다.
ProductReviews.FiveStar[0]

Note
문서 경로의 최대 깊이는 32입니다. 따라서 경로의 역참조 연산자 수는 이 제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
다.
문서 경로에서는 첫 번째 문자가 a-z 또는 A-Z이고, 두 번째 문자(있는 경우)가 a-z, A-Z 또는 0-9인 경우
에 한해 속성 이름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 이름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표현식 속
성 이름을 자리 표시자로 정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p. 355)을 참조
하십시오.

프로젝션 표현식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으려면 GetItem, Query, Scan 등과 같은 작업을 사용합니다. Amazon DynamoDB
는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 속성을 반환합니다. 모든 속성 대신 일부 속성만 가져오려면 프로젝션 표현식을 사
용합니다.
프로젝션 표현식은 원하는 속성을 식별하는 문자열입니다. 단일 속성을 가져오려면 속성의 이름을 지정합니
다. 여러 속성의 경우 이름을 쉼표로 구분해야 합니다.
표현식 사용 시 항목 속성 지정 (p. 351)의 ProductCatalog 항목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션 표현식의 몇 가
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최상위 속성입니다.
Title
• 세 가지 최상위 속성입니다. DynamoDB는 전체 Color 집합을 검색합니다.
Title, Price, Color
• 네 가지 최상위 속성입니다. DynamoDB는 RelatedItems 및 ProductReviews의 전체 내용을 반환합
니다.
Title, Description, RelatedItems, ProductReviews
프로젝션 식에서는 첫 번째 문자가 a-z 또는 A-Z이고, 두 번째 문자(있는 경우)가 a-z, A-Z 또는 0-9인 경
우에 한해 속성 이름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 이름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표현식
속성 이름을 자리 표시자로 정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p. 355)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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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GetItem 작업과 함께 프로젝션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AWS CLI 예입니다. 이 프로젝
션 표현식은 최상위 스칼라 속성(Description), 목록의 첫 번째 요소(RelatedItems[0]) 및 맵 내에 중첩
된 목록(ProductReviews.FiveStar)을 가져옵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file://key.json \
--projection-expression "Description, RelatedItems[0], ProductReviews.FiveStar"

--key의 인수는 key.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Id": { "N": "123" }

}

프로그래밍 언어별 코드 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표현식 속성 이름은 Amazon DynamoDB 표현식에서 실제 속성 이름의 대체 이름으로 사용하는 자리 표시자
입니다. 표현식 속성 이름은 파운드 기호(#)로 시작해야 하며, 그 뒤에 하나 이상의 영숫자가 이어져야 합니
다.
이 단원에서는 표현식 속성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이 단원의 예제에서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별
코드 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예약어 (p. 355)
• 특수 문자가 포함된 속성 이름 (p. 356)
• 중첩 속성 (p. 356)
• 속성 이름 반복 (p. 357)

예약어
경우에 따라 DynamoDB 예약어와 충돌하는 속성 이름을 포함하는 표현식을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
체 예약어 목록은 DynamoDB의 예약어 (p. 1332)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 AWS CLI 예제는 COMMENT가 예약어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Comment"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Comment를 #c와 같은 표현식 속성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 기호)가
필요하며 이 기호는 속성 이름의 자리 표시자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AWS CLI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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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attribute-names '{"#c":"Comment"}'

Note
속성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거나 공백을 포함하거나 예약어를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표현식 속성 이
름을 사용하여 표현식에서 해당 속성의 이름을 대체해야 합니다.

특수 문자가 포함된 속성 이름
식에서 점(".")은 문서 경로의 특수 문자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DynamoDB에서는 점 문자 및 하이픈('-')과 같
은 기타 특수 문자를 속성 이름의 일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경우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ProductCatalog 항목에서 Safety.Warning 속성을 가져오려 한다고
가정합니다(표현식 사용 시 항목 속성 지정 (p. 351) 참조).
프로젝션 표현식을 사용하여 Safety.Warning에 액세스하려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Safety.Warning"

DynamoDB는 예상 문자열("Always wear a helmet")이 아닌 빈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는 DynamoDB
가 표현식의 점을 문서 경로 구분 기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표현식 속성 이름(#sw)을
Safety.Warning의 대체 이름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프로젝션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sw" \
--expression-attribute-names '{"#sw":"Safety.Warning"}'

그러면 DynamoDB에서 정확한 결과가 반환됩니다.

Note
속성 이름에 점('.') 또는 하이픈('-') 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표현식 속성 이름을 사용하여 표현식에서
해당 속성의 이름을 대체해야 합니다.

중첩 속성
다음 프로젝션 표현식을 사용하여 중첩 속성 ProductReviews.OneStar에 액세스하려 한다고 가정합니
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ProductReviews.OneStar"

결과에는 예상되는 별 한 개 제품 평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식 속성 이름을 대신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pr1star의 대체 이름
으로 ProductReviews.OneStar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pr1star" \
--expression-attribute-names '{"#pr1star":"ProductReviews.OneStar"}'

API 버전 2012-08-10
35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API

DynamoDB에서 예상된 별 한 개 평가 맵 대신에 비어 있는 결과가 반환됩니다. 이는 DynamoDB가 속성
의 이름 안에서 표현식 속성 이름의 점을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DynamoDB가 표현식 속성 이름
#pr1star를 평가할 때 ProductReviews.OneStar가 스칼라 속성을 나타낸다고 결정하는데, 이는 의도
와는 다릅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문서 경로의 각 요소에 대해 하나의 표현식 속성 이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 #pr — ProductReviews
• #1star — OneStar
이제 프로젝션 표현식에 #pr.#1sta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pr.#1star" \
--expression-attribute-names '{"#pr":"ProductReviews", "#1star":"OneStar"}'

그러면 DynamoDB에서 정확한 결과가 반환됩니다.

속성 이름 반복
표현식 속성 이름은 동일한 속성 이름을 반복적으로 참조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ProductCatalog 항목에서 리뷰 몇 개를 검색하는 다음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ProductReviews.FiveStar, ProductReviews.ThreeStar,
ProductReviews.OneStar"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ProductReviews를 #pr과 같은 식 속성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표현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FiveStar, #pr.ThreeStar, #pr.OneStar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123"}}' \
--projection-expression "#pr.FiveStar, #pr.ThreeStar, #pr.OneStar" \
--expression-attribute-names '{"#pr":"ProductReviews"}'

식 속성 이름을 정의하는 경우 전체 식에서 해당 식 속성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 기호를 생
략하면 안 됩니다.

표현식 속성 값
속성과 값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 식 속성 값을 자리 표시자로 정의합니다. Amazon DynamoDB의 표현식 속
성 값은 런타임까지 모를 수 있는 비교하려는 실제 값을 대체합니다. 표현식 속성 값은 콜론(:)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 뒤에 하나 이상의 영숫자가 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Black에서 사용 가능하고 비용이 500 이하인 모든 ProductCatalog 항목을 반환하고 싶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이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예제와 같이 필터 표현식과 함께 Scan 작업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scan \
--table-name ProductCata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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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expression "contains(Color, :c) and Price <= :p"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c": { "S": "Black" },
":p": { "N": "500" }

Note
Scan 작업은 테이블에서 모든 항목을 읽어옵니다. 따라서 라지 테이블에서 Scan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필터 표현식은 Scan 결과에 적용되며 필터 표현식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무시됩니다.
식 속성 값을 정의하는 경우 전체 식에서 해당 식 속성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 기호를 생략
하면 안 됩니다.
표현식 속성 값은 키 조건 표현식, 조건 표현식, 업데이트 표현식 및 필터 표현식에서 사용됩니다.

Note
프로그래밍 언어별 코드 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및 AWS SDK 시작하기 (p. 83)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표현식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PutItem, UpdateItem 및 DeleteItem 작업을 사
용합니다. BatchWriteItem을 사용하여 단일 호출에서 여러 PutItem 또는 DeleteItem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조작 작업의 경우 조건 표현식을 지정하여 어떤 항목을 수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 작업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다음은 조건 표현식을 사용하는 몇 가지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예제입니다. 이 예
제는 표현식 사용 시 항목 속성 지정 (p. 351)에서 소개된 ProductCatalog 테이블을 기반으로 합니
다. 이 테이블의 파티션 키는 Id이며 정렬 키는 없습니다. 다음 PutItem 작업은 예제에서 참조할 샘플
ProductCatalog 항목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item file://item.json

--item의 인수는 item.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간소화를 위해 항목 속성 몇 개만 사용됩니다.
{

}

"Id": {"N": "456" },
"ProductCategory": {"S": "Sporting Goods" },
"Price": {"N": "650" }

주제
• 조건부 추가 (p. 359)
• 조건부 삭제 (p. 359)
• 조건부 업데이트 (p. 360)
• 조건부 표현식 예시 (p. 360)
• 비교 연산자 및 함수 참조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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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추가
PutItem 작업은 동일한 키가 있는 항목을 덮어씁니다(있는 경우). 이 동작을 방지하려면 조건 표현식을 사
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의 항목에 동일한 키가 아직 없는 경우에만 쓰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item file://item.json \
--condition-expression "attribute_not_exists(Id)"

조건 표현식이 false로 평가되는 경우 DynamoDB는 조건부 요청 실패라는 오류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Note
attribute_not_exists 및 기타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교 연산자 및 함수 참
조 (p. 362)을 참조하십시오.

조건부 삭제
조건부 삭제를 수행하려면 조건 표현식과 함께 DeleteItem 작업을 사용합니다. 작업이 성공하려면 조건식
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조건 표현식 (p. 358)에서 항목을 고려합니다.
{

}

"Id": {
"N": "456"
},
"Price": {
"N": "650"
},
"ProductCategory": {
"S": "Sporting Goods"
}

다음 조건에서만 항목을 삭제하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 ProductCategory는 "스포츠 상품" 또는 "원예용 소모품"입니다.
• Price는 500에서 600 사이입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항목을 삭제하려고 시도합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456"}}' \
--condition-expression "(ProductCategory IN (:cat1, :cat2)) and (Price between :lo
and :hi)"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cat1": {"S": "Sporting Goods"},
":cat2": {"S": "Gardening Supplies"},
":lo": {"N": "500"},
":hi": {"N":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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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조건 표현식에서 :(콜론 문자)은 실제 값의 자리 표시자인 표현식 속성 값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정
보는 표현식 속성 값 (p. 357)을 참조하십시오.
IN, AND 및 기타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교 연산자 및 함수 참조 (p. 362)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이 예에서 ProductCategory 비교는 true로 평가되지만 Price 비교는 false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조건
표현식이 false로 평가되고 DeleteItem 작업이 실패합니다.

조건부 업데이트
조건부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면 조건 표현식과 함께 UpdateItem 작업을 사용합니다. 작업이 성공하려면 조
건식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Note
UpdateItem은 업데이트 표현식도 지원하는데, 이 표현식에서 사용자는 항목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업데이트 표현식 (p. 367)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표현식 (p. 358)에 표시된 항목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합니다.
{

}

"Id": { "N": "456"},
"Price": {"N": "650"},
"ProductCategory": {"S": "Sporting Goods"}

다음 예제에서는 UpdateItem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제품의 Price를 75만큼 감소시키려고 시도하
지만, 조건 표현식은 현재 Price가 50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업데이트를 방지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 {"N": "456"}}' \
--update-expression "SET Price = Price - :discount" \
--condition-expression "Price > :limit"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discount": { "N": "75"},
":limit": {"N": "500"}

시작 Price가 650이면 UpdateItem 작업은 Price를 575로 감소시킵니다. UpdateItem 작업을 다시 실
행하면 Price는 500으로 감소됩니다. 세 번째로 작업을 실행하면 조건 표현식이 false로 평가되고 업데이트
가 실패합니다.

Note
조건 표현식에서 :(콜론 문자)은 실제 값의 자리 표시자인 표현식 속성 값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정
보는 표현식 속성 값 (p. 357)을 참조하십시오.
">" 및 기타 연산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교 연산자 및 함수 참조 (p. 362)를 참조하십시오.

조건부 표현식 예시
다음 예에 사용된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교 연산자 및 함수 참조 (p. 36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표
현식에서 다양한 속성 유형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현식 사용 시 항목 속성 지정 (p. 35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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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속성 확인
속성이 존재하는지(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 작업
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attribute_not_exists를 사용하여 Price 속성이 없는 경우에만 제품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 {"N": "456"}}' \
--condition-expression "attribute_not_exists(Price)"

DynamoDB는 attribute_exists 함수도 제공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품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 {"N": "456"}}' \
--condition-expression "attribute_exists(ProductReviews.OneStar)"

속성 유형 확인
attribute_type 함수를 사용하여 속성 값의 데이터 형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표현식이 true로 평
가되는 경우 작업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문자열 집합 형식의 Color 속성이 있는 경우에만 attribute_type을 사용하여 제품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 {"N": "456"}}' \
--condition-expression "attribute_type(Color, :v_sub)"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v_sub":{"S":"SS"}

문자열 시작 값 확인
begins_with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열 속성 값이 특정 하위 문자열로 시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 작업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Pictures 맵의 FrontView 요소가 특정 값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begins_with를 사
용하여 제품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 {"N": "456"}}' \
--condition-expression "begins_with(Pictures.FrontView, :v_sub)"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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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_sub":{"S":"http://"}

}

세트의 요소 확인
contains 함수를 사용하여 집합의 요소를 확인하거나 문자열 내의 하위 문자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 작업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Color 문자열 집합에 특정 값을 가진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contains를 사용하여 제품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 {"N": "456"}}' \
--condition-expression "contains(Color, :v_sub)"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v_sub":{"S":"Red"}

}

속성 값의 크기 확인
size 함수를 사용하여 속성 값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 작업이 성
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VideoClip 이진 속성의 크기가 64000바이트보다 큰 경우만 size를 사용하여 제품을 삭
제합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 {"N": "456"}}' \
--condition-expression "size(VideoClip) > :v_sub"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expression-attribute-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v_sub":{"N":"64000"}

}

비교 연산자 및 함수 참조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에서 필터 표현식 및 조건 표현식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제공 함수와 키
워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주제
• 필터 및 조건 표현식 구문 (p. 363)
• 비교 실행 (p. 363)
• 함수 (p. 363)
• 논리 평가 (p. 366)
• 괄호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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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식의 우선 순위 (p. 367)

필터 및 조건 표현식 구문
아래의 구문 요약에서 ### ##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Id, Title, Description, ProductCategory 등의 최상위 속성
• 내포 속성을 참조하는 문서 경로

condition-expression ::=
operand comparator operand
| operand BETWEEN operand AND operand
| operand IN ( operand (',' operand (, ...) ))
| function
| condition AND condition
| condition OR condition
| NOT condition
| ( condition )
comparator ::=
=
| <>
| <
| <=
| >
| >=
function ::=
attribute_exists (path)
| attribute_not_exists (path)
| attribute_type (path, type)
| begins_with (path, substr)
| contains (path, operand)
| size (path)

비교 실행
이러한 비교기를 사용하여 피연산 함수와 값의 범위 또는 열거된 값 목록을 비교합니다.
• a = b - a가 b와 같은 경우 true
• a <> b - a가 b와 같지 않은 경우 true
• a < b - a가 b보다 작은 경우 true
• a <= b -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true
• a > b - a가 b보다 큰 경우 true
• a >= b -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true
BETWEEN 및 IN 키워드를 사용하여 피연산 함수와 값의 범위 또는 열거된 값 목록을 비교합니다.
• a BETWEEN b AND c -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true
• a IN (b, c, d) - a가 목록의 임의 값(b, c, d 값 등)과 같은 경우 true. 목록에는 쉼표로 구분된 최대
100개의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함수
다음의 함수를 사용하여 항목에 속성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거나 속성 값을 평가합니다. 함수 이름은 대/소문
자를 구분합니다. 중첩 속성의 경우 전체 문서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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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설명

attribute_exists (path)

path에 의해 지정된 속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true입니다.
예: Product 테이블에 있는 항목에 측면 사진이 있
는지를 확인합니다.
• attribute_exists
(#Pictures.#SideView)

attribute_not_exists (path)

path에 의해 지정된 속성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true입니다.
예: 항목에 Manufacturer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attribute_not_exists (Manufacturer)

attribute_type (path, type)

지정된 경로의 속성이 특정 데이터 유형인 경우
true. type 파라미터는 반드시 다음 값 중 하나이어
야 합니다.
• S - 문자열
• SS - 문자열 집합
• N - 숫자
• NS - 숫자 집합
• B - 이진수
• BS - 이진수 집합
• BOOL - 부울
• NULL - Null
• L - 목록
• M-맵
type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표현식 속성 값을 사용
해야 합니다.
예: QuantityOnHand 속성이 List 유형인지 확인합
니다. 위의 예에서 :v_sub가 L 문자열의 자리 표시
자입니다.
• attribute_type
(ProductReviews.FiveStar, :v_sub)
type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표현식 속성 값을 사용
해야 합니다.

begins_with (path, substr)

path에 의해 지정된 속성이 특정 하위 문자열로 시
작하는 경우 true입니다.
예: 정면 사진 URL이 http://로 시작되는지 확인
합니다.
• begins_with
(Pictures.FrontView, :v_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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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설명
수식 속성 값인 :v_sub가 http://의 자리 표시자
입니다.

contains (path, operand)

path에 의해 지정된 속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true입니다.
• 특정 하위 문자열을 포함하는 String
• 집합 내에 특정 요소를 포함하는 Set
path에서 지정한 속성이 String인 경우
operand는 String이어야 합니다. path에서 지정
한 속성이 Set인 경우 operand는 집합의 요소 형
식이어야 합니다.
경로와 피연산 함수는 명확하게 지정되어야 합니다.
즉, contains (a, a)와 같은 경우, 오류가 반환
됩니다.
예: Brand 속성에 하위 문자열 Company가 포함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ontains (Brand, :v_sub)
수식 속성 값인 :v_sub가 Company의 자리 표시자
입니다.
예: 빨간색 제품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
다.
• contains (Color, :v_sub)
수식 속성 값인 :v_sub가 Red의 자리 표시자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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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설명

size (path)

속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가 반환됩니다.
size를 사용하는 데 유효한 데이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성이 String 유형인 경우, size에서는 문자열의
길이가 반환됩니다.
예: Brand 문자열이 20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수
식 속성 값인 :v_sub가 20의 자리 표시자입니다.
• size (Brand) <= :v_sub

속성이 Binary 유형인 경우, size에서는 속성 값
의 바이트 수가 반환됩니다.
예: ProductCatalog 항목에 사용 중인 제품의 동
영상 클립이 포함된 VideoClip이라는 Binary 속
성이 있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식은
VideoClip이 64,000 바이트를 초과하는지 확인합
니다. 수식 속성 값인 :v_sub가 64000의 자리 표시
자입니다.
• size(VideoClip) > :v_sub

속성이 Set 데이터 유형인 경우, size에서는 집합
에 포함된 요소의 개수가 반환됩니다.
예: 한 가지 이상의 제품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
인합니다. 수식 속성 값인 :v_sub가 1의 자리 표시
자입니다.
• size (Color) < :v_sub

속성이 List 또는 Map 유형인 경우, size에서는 집
합에 포함된 요소의 개수가 반환됩니다.
예: OneStar 리뷰의 개수가 특정 임계 값을 초과하
는지 확인합니다. 수식 속성 값인 :v_sub가 3의 자
리 표시자입니다.
• size(ProductReviews.OneStar)
> :v_sub

논리 평가
AND, OR 및 NOT 키워드를 사용하여 논리 평가를 수행합니다. 아래의 목록에서 a와 b는 평가될 조건을 나타
냅니다.
• a AND b - a 및 b가 모두 true인 경우 true
• a OR b - a 또는 b가(또는 둘 모두) true인 경우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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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 - a가 false이면 true, a가 true이면 false

괄호
논리 평가의 우선 순위를 변경하려면 괄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 및 b 조건이 true이고 c 조건이 false인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식들은 true로 평가됩니다.
• a OR b AND c
그러나 조건을 괄호로 묶으면 해당 조건을 먼저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에는 false로 평가됩
니다.
• (a OR b) AND c

Note
수식에 괄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괄호부터 먼저 평가됩니다.

조건식의 우선 순위
DynamoDB는 다음의 우선 순위 규칙을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조건식을 평가합니다.
• = <> < <= > >=
• IN
• BETWEEN
• attribute_exists attribute_not_exists begins_with contains
• 괄호
• NOT
• AND
• OR

업데이트 표현식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려면 UpdateItem 작업을 사용합니다. 업데이트할
항목의 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할 속성과 그러한 속성에 할당할 값을 지정하는 업데이트 표현식도
제공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표현식은 UpdateItem이 항목의 속성을 수정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예: 스칼라 값 설정 또는 목
록이나 맵에서 요소 제거).
다음은 업데이트 표현식에 대한 구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update-expression ::=
[ SET action [, action] ... ]
[ REMOVE action [, action] ...]
[ ADD action [, action] ... ]
[ DELETE action [, action] ...]

업데이트 표현식은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됩니다. 각 절은 SET, REMOVE, ADD 또는 DELETE 키워드로 시작됩
니다. 이러한 절은 업데이트 표현식에 어떤 순서로든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작업 키워드는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 절 내에는 하나 이상의 작업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작업은 데이터 수정을 나타냅니다.
이 단원의 예제는 프로젝션 표현식 (p. 354)의 ProductCatalog 항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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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SET - 항목 속성 수정 또는 추가 (p. 368)
• REMOVE - 항목에서 속성 삭제 (p. 372)
• ADD - 숫자 및 세트 업데이트 (p. 373)
• DELETE - 세트에서 요소 제거 (p. 374)

SET - 항목 속성 수정 또는 추가
업데이트 표현식에서 SET 작업을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속성을 항목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속성 중 하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 값이 해당 값을 덮어씁니다.
SET을 사용하여 Number 형식의 속성에서 더하거나 뺄 수도 있습니다. 여러 SET 작업을 수행하려면 각 작업
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다음 구문 요약에서:
• path 요소는 항목의 문서 경로입니다.
• #### 요소는 항목의 문서 경로 또는 함수일 수 있습니다.

set-action ::=
path = value
value ::=
operand
| operand '+' operand
| operand '-' operand
operand ::=
path | function

다음 PutItem 작업은 예제에서 참조할 샘플 항목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item file://item.json

--item의 인수는 item.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간소화를 위해 항목 속성 몇 개만 사용됩니다.
{

"Id": {"N": "789"},
"ProductCategory": {"S": "Home Improvement"},
"Price": {"N": "52"},
"InStock": {"BOOL": true},
"Brand": {"S": "Acme"}

}

주제
• 속성 수정 (p. 369)
• 목록 및 맵 추가 (p. 369)
• 목록에 요소 추가 (p. 370)
• 중첩 맵 속성 추가 (p. 370)
• 수치 속성 증가 및 감소 (p. 371)
• 목록에 요소 추가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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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속성의 덮어쓰기 방지 (p. 372)

속성 수정
Example
ProductCategory 및 Price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SET ProductCategory = :c, Price = :p"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
--return-values ALL_NEW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c": { "S": "Hardware" },
":p": { "N": "60" }

Note
UpdateItem 작업에서 --return-values ALL_NEW를 실행하면 DynamoDB에서 업데이트 후
나타나는 항목을 반환합니다.

목록 및 맵 추가
Example
새 목록과 새 맵을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SET RelatedItems = :ri, ProductReviews = :pr"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
--return-values ALL_NEW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ri": {
"L": [
{ "S": "Hammer" }
]
},
":pr": {
"M": {
"FiveStar": {
"L": [
{ "S": "Best product eve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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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요소 추가
Example
새로운 속성을 RelatedItems 목록에 추가합니다. 목록 요소는 0부터 시작되므로 [0]은 목록의 첫 번째 요
소를 나타내고 [1]은 두 번째 요소를 나타냅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SET RelatedItems[1] = :ri"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
--return-values ALL_NEW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ri": { "S": "Nails" }

Note
SET을 사용하여 목록 요소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해당 요소의 내용이 사용자가 지정한 새 데이터로
바뀝니다. 요소가 아직 없으면 SET은 목록의 끝에 새 요소를 추가합니다.
단일 SET 작업에서 여러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요소가 요소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중첩 맵 속성 추가
Example
일부 중첩 맵 속성을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SET #pr.#5star[1] = :r5, #pr.#3star = :r3" \
--expression-attribute-names file://names.json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
--return-values ALL_NEW

--expression-attribute-names의 인수는 nam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pr": "ProductReviews",
"#5star": "FiveStar",
"#3star": "ThreeStar"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r5": { "S": "Very happy with my purchase" },
":r3": {
"L": [
{ "S": "Just OK - not that grea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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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속성 증가 및 감소
기존 수치 속성에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더하기) 및 -(빼기) 연산자를 사용합니
다.

Example
항목의 Price을 줄입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SET Price = Price - :p" \
--expression-attribute-values '{":p": {"N":"15"}}' \
--return-values ALL_NEW

Price을 증가시키려면 업데이트 표현식에서 +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목록에 요소 추가
목록 끝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list_append 함수와 함께 SET를 사용합니다. (파일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list_append 함수는 SET 작업에 고유하며 업데이트 표현식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list_append (list1, list2)
이 함수는 입력으로 두 개의 목록을 가져오고 list2의 모든 요소를 list1에 추가합니다.

Example
목록에 요소 추가 (p. 370)에서는 RelatedItems 목록을 생성하고 목록을 Hammer 및 Nails라는 두 개의
요소로 채웠습니다. 이제 RelatedItems의 끝에 두 개의 요소를 더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SET #ri = list_append(#ri, :vals)" \
--expression-attribute-names '{"#ri": "RelatedItems"}'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
--return-values ALL_NEW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vals": {
"L": [
{ "S": "Screwdriver" },
{"S": "Hacksaw" }
]
}

마지막으로 RelatedItems의 시작에 요소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list_append 요소의 순
서를 스왑합니다. (list_append는 두 개의 목록을 입력으로 가져오고 두 번째 목록을 첫 번째 목록에 추가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aws dynamodb update-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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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SET #ri = list_append(:vals, #ri)" \
--expression-attribute-names '{"#ri": "RelatedItems"}' \
--expression-attribute-values '{":vals": {"L": [ { "S": "Chisel" }]}}' \
--return-values ALL_NEW

이제 결과적으로 생성되는 RelatedItems 속성에는 5개의 요소가 Chisel, Hammer, Nails,
Screwdriver, Hacksaw 순서로 포함됩니다.

기존 속성의 덮어쓰기 방지
기존 속성의 덮어쓰기를 방지하려는 경우 if_not_exists 함수와 함께 SE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if_not_exists 함수는 SET 작업에 고유하며 업데이트 표현식에서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if_not_exists (path, value)
항목의 지정된 path에 속성이 포함되지 않으면 if_not_exists가 value로 평가되고, 그렇지 않으면
path로 평가됩니다.

Example
항목에 Price 속성이 아직 없는 경우에만 항목의 Price를 설정합니다. (Price가 이미 있는 경우 아무 동작
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SET Price = if_not_exists(Price, :p)" \
--expression-attribute-values '{":p": {"N": "100"}}' \
--return-values ALL_NEW

REMOVE - 항목에서 속성 삭제
업데이트 표현식에서 REMOVE 작업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서 하나 이상의 속성을 항목에서 제거
합니다. 여러 REMOVE 작업을 수행하려면 각 작업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식의 REMOVE에 대한 구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거하려는 속성의 문서 경로가 유일한 피연
산자입니다.
remove-action ::=
path

Example
항목에서 일부 속성을 제거합니다. (이 속성이 없는 경우 아무 동작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REMOVE Brand, InStock, QuantityOnHand" \
--return-values ALL_NEW

목록에서 요소 제거
REMOVE를 사용하여 목록에서 개별 요소를 삭제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372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API

Example
목록에 요소 추가 (p. 371)에서 다음 5개의 요소가 포함되도록 목록 속성(RelatedItems)을 수정합니다.
• [0]—Chisel
• [1]—Hammer
• [2]—Nails
• [3]—Screwdriver
• [4]—Hacksaw
다음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예제에서는 목록에서 Hammer 및 Nails를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REMOVE RelatedItems[1], RelatedItems[2]" \
--return-values ALL_NEW

Hammer와 Nails를 제거한 후에는 나머지 요소가 이동됩니다. 이제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0]—Chisel
• [1]—Screwdriver
• [2]—Hacksaw

ADD - 숫자 및 세트 업데이트
Note
일반적으로 ADD 보다는 SET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업데이트 표현식에서 ADD 작업을 사용하여 새로운 속성과 값을 항목에 추가합니다.
속성이 이미 있으면 ADD의 동작은 속성의 데이터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속성이 숫자이고 추가하려는 값도 숫자이면 값이 산술적으로 기존 속성에 더해집니다. (값이 음수이면 기
존 속성에서 차감됩니다.)
• 속성이 집합이고 추가하려는 값도 집합이면 값이 기존 집합에 추가됩니다.

Note
ADD 작업은 숫자 및 집합 데이터 형식만 지원합니다.
여러 ADD 작업을 수행하려면 각 작업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다음 구문 요약에서:
• path 요소는 속성에 대한 문서 경로입니다. 속성은 Number 또는 집합 데이터 형식이어야 합니다.
• # 요소는 속성에 더할 숫자(Number 데이터 형식의 경우) 또는 속성에 추가할 세트(집합 형식의 경우)입니
다.

add-action ::=
pat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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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추가
QuantityOnHand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QuantityOnHand을
5로 설정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ADD QuantityOnHand :q" \
--expression-attribute-values '{":q": {"N": "5"}}' \
--return-values ALL_NEW

이제 QuantityOnHand가 존재하므로 예제를 다시 실행하여 QuantityOnHand를 매번 5씩 증가시킬 수 있
습니다.

세트에 요소 추가
Color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는 두 요소가 있는 문자열 집합으로
Color을 설정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ADD Color :c" \
--expression-attribute-values '{":c": {"SS":["Orange", "Purple"]}}' \
--return-values ALL_NEW

이제 Color가 존재하므로 여기에 요소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ADD Color :c" \
--expression-attribute-values '{":c": {"SS":["Yellow", "Green", "Blue"]}}' \
--return-values ALL_NEW

DELETE - 세트에서 요소 제거
Important
DELETE 작업은 Set 데이터 형식만 지원합니다.
업데이트 표현식에서 DELETE 작업을 사용하여 집합에서 하나 이상의 요소를 제거합니다. 여러 DELETE 작
업을 수행하려면 각 작업을 쉼표로 구분합니다.
다음 구문 요약에서:
• path 요소는 속성에 대한 문서 경로입니다. 속성은 설정된 Set 데이터 형식이어야 합니다.
• ## ##은 ##에서 삭제하려는 하나 이상의 요소입니다. ## ##을 집합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delete-action ::=
path value

Example
세트에 요소 추가 (p. 374)에서 Color 문자열 집합을 생성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해당 집합에서 일부 요소
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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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Id":{"N":"789"}}' \
--update-expression "DELETE Color :p" \
--expression-attribute-values '{":p": {"SS": ["Yellow", "Purple"]}}' \
--return-values ALL_NEW

DynamoDB 유지 시간(TTL)을 사용하여 항목 만료
Amazon DynamoDB 유지 시간(TTL)을 사용하면 항목별 타임스탬프를 정의하여 항목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은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타임스탬프 날짜 및 시간이 지나면 DynamoDB에서 쓰기 처리량을 더
이상 소비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TTL은 워크로드에 필요한 최신 항목만 유지하여 저장된
데이터 볼륨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TTL은 특정 시간 이후에 관련성이 없어지는 항목을 저장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음은 TTL 사용 사례의
예입니다.
•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 또는 센서 데이터를 제거합니다.
• 만료된 항목을 Amazon DynamoDB Streams 및 AWS Lambda를 통해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에 보관
합니다.
• 계약 또는 규제 의무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민감한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TT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TTL(Time to Live) 사용
• TTL(Time to Live: 작동 방식
• TTL(Time to Live) 활성화

작동 방식: DynamoDB 유지 시간(TTL)
DynamoDB 테이블에서 TTL을 활성화할 경우, 항목이 만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서비스가 검색할
특정 속성 이름을 식별해야 합니다. 테이블에서 TTL을 활성화하면 파티션별 스캐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테이블에 있는 항목의 만료 상태를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스캐너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Unix epoch 시간 형식(초)으로 현재 시간을 항목의 사용자 정의 속성에 저장
된 값과 비교합니다. 속성이 Number 데이터 형식인 경우 속성 값은 Unix epoch 시간 형식(초)의 타임스탬프
이며, 현재 시간보다 오래되었지만 5년 이상 지나지 않은 경우(잘못된 TTL 깞으로 인해 실수로 삭제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항목이 만료되도록 설정됩니다. TTL 속성 형식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의 TTL 속성 서식 지정 (p. 377) 단원을 참조하세요. 두 번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만료된 항목을 검색하
여 삭제합니다. 두 프로세스는 모두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수행되고, 테이블에 대한 읽기 또는 쓰기 트래
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금전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테이블에서 항목이 삭제되면 두 가지 백그라운드 작업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 항목은 DeleteItem 작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컬 보조 인덱스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제거됩니다. 이
작업은 추가 비용 없이 수행됩니다.
• 각 항목에 대한 삭제 작업은 DynamoDB 스트림에 들어가지만 일반 삭제가 아닌 시스템 삭제로 태그가 지
정됩니다. 이 시스템 삭제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Streams 및 TTL(Time To Live)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 테이블의 크기 및 작업 수준에 따라 만료된 항목의 실제 삭제 작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TL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이므로 TTL을 통해 항목을 만료하고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용량의 특성은
가변적이지만 무료입니다. TTL은 일반적으로 항목 만료 후 48시간 내에 항목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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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되었지만 아직 TTL에 의해 삭제되지 않은 항목은 여전히 읽기, 쿼리 및 검색에 표시됩니다.
결과 세트에 만료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려면 필터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TTL(Time
To Live) 만료 값이 epoch 형식의 현재 시간보다 클 경우에만 항목을 반환하는 필터 표현식을 사
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캔에 대한 필터 표현식 (p. 441)을 참조하십시오.
• 만료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은 항목은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만료 속성을 변경
하거나 제거하는 성공적인 업데이트가 적용됩니다.
테이블의 CloudWatch 지표 탭에서 TTL 요금을 모니터링하고 항목이 삭제되는 시기와 속도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유지 시간 예
사용자 세션 기록을 추적하는 SessionData라는 테이블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SessionData의 각 항목은
파티션 키(UserName) 및 정렬 키(SessionId)로 식별됩니다. UserName, SessionId, CreationTime 및
ExpirationTime 같은 추가 속성은 세션 정보를 추적합니다. ExpirationTime 속성은 테이블의 TTL 속
성으로 설정됩니다(각 항목의 일부 속성은 표시되지 않음).

SessionData
UserName

SessionId

user1

CreationTime

ExpirationTime
(TTL)

SessionInfo

…

74686572652773 1571820360

1571827560

{JSON
Document}

...

user2

6e6f7468696e67 1571820180

1571827380

{JSON
Document}

...

user3

746f2073656520 1571820923

1571828123

{JSON
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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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ame

SessionId

user4
user5

ExpirationTime
(TTL)

SessionInfo

…

68657265212121 1571820683

1571827883

{JSON
Document}

…

6e6572642e2e2e 1571820743

1571831543

{JSON
Document}

...

...

CreationTime

...

...

...

...

…

이 예제에서 각 항목은 해당 항목을 만들 때 설정된 ExpirationTime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
항목을 고려하십시오.

SessionData
UserName

SessionId

CreationTime

user1

74686572652773 1571820360

ExpirationTime
(TTL)

SessionInfo

…

1571827560

{JSON
Document}

...

이 예에서 CreationTime 항목은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8:46(UTC)으로 설정되고
ExpirationTime은 2시간 뒤인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46(UTC)으로 설정됩니다. 이 항목은
epoch 형식의 현재 시간이 ExpirationTime 속성의 시간보다 크면 만료됩니다. 이 경우 { Username:
user1, SessionId: 74686572652773} 키를 가진 항목은 오전 10:46(1571827560)에 만료됩니다.

DynamoDB 유지 시간(TTL) 사용
TTL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어려운 작업은 DynamoDB가 대신 수행합니다. 하지만 구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제
• 항목의 TTL 속성 서식 지정 (p. 377)
• 사용 노트 (p. 378)
• TTL 문제 해결 (p. 378)

항목의 TTL 속성 서식 지정
테이블에서 TTL을 활성화할 경우, DynamoDB에서는 항목이 만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서비스가
검색할 특정 속성 이름을 식별해야 합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TTL 프로세스에서 TTL 속성의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항목이 TTL을 통해 만료될 수 있는 경우:
• 항목은 테이블에서 TTL이 활성화되었을 때 지정한 속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속성
이름 expdate를 TTL 속성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했지만 항목에 해당 이름의 속성이 없는 경우 TTL 프로세
스는 해당 항목을 무시합니다.
• TTL 속성의 값은 Number 데이터 형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속성 이름 expdate를 TTL
속성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했지만 항목의 속성이 String 데이터 형식인 경우 TTL 프로세스는 해당 항목
을 무시합니다.
• TTL 속성의 값은 Unix epoch 시간 형식(초)의 타임스탬프여야 합니다. 다른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TTL
프로세스는 해당 항목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속성 값을 1645119622, 즉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17:40:22(GMT)로 설정할 경우 해당 시간이 지나면 항목이 만료됩니다. Epoch 타임스탬프의 서식을 지정
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Epoch 변환기와 같은 서드 파티 도구를 사용하여 시각적 웹 양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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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L 속성 값은 만료 시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데이트/타임스탬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속성 값을
1171734022로 설정하면 2007년 2월 17일 17:40:22(GMT)이며 5년 이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TTL 프
로세스는 해당 항목을 만료시키지 않습니다.

사용 노트
TTL을 사용할 때는 다음 항목을 고려하십시오.
• 테이블에서 TTL 설정을 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변경하면 설정이 전파되고 추가 TTL 관련 작업의 실행을
허용하는 데 약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다른 속성을 찾도록 TTL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TTL을 비활성화한 다음 새 속성을 사용하여 TTL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는 경우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할 때 TTL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을 사용하여 항목의 TTL 속성 또는 TTL 구성에 대한 무
단 업데이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IAM 정책에서 지정된 작업에 대해서만 액세스를 허용한 경우, 테
이블의 TTL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역할에 대해 dynamodb:UpdateTimeToLive를 허
용하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에 항목을 보관하는 등 Amazon DynamoDB Streams를 통해 삭제된 항목의 사
후 처리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TTL 삭제의 스트림 레코드는 일반 삭제가 아닌 시스템 삭
제로 표시되며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시스템 삭제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 레코드에 추
가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Streams 및 유지 시간(TTL)을 참조하세요.
• 데이터 복구가 중요한 경우 테이블을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완전관리형 테이블 백업의 경우 DynamoDB 온디맨드 백업 또는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통한 연속 백
업을 사용합니다.
• 24시간 복구 기간 동안 Amazon DynamoDB Stream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Streams 및 유지 시간(TTL)을 참조하세요.

TTL 문제 해결
DynamoDB TTL이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테이블에서 TTL을 활성화했는지, 그리고 TTL에 대해 선택한 속성의 이름이 코드에서 항목에 쓰는 내용으
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DynamoDB 콘솔에 있는 테이블의 개요 탭에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DynamoDB 콘솔의 지표 탭에서 Amazon CloudWatch 지표를 확인하여 TTL이 올바르게 항목을 삭제하는
지 확인합니다.
• TTL 속성 값의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의 TTL 속성 서식 지정 (p. 377) 단원을
참조하세요.

유지 시간(TTL) 활성화
Amazon DynamoDB 콘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유지 시간(TTL)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API를 사용하려면 Amazon DynamoDB API 참조를 참조하세요.
주제
• 유지 시간 활성화(콘솔) (p. 378)
• 유지 시간(TTL) 활성화(AWS CLI) (p. 379)

유지 시간 활성화(콘솔)
다음 단계에 따라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유지 시간(TTL)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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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테이블을 선택한 후 수정하려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추가 설정(Additional settings) 탭의 유지 시간(TTL)(Time to Live (TTL)) 섹션에서 활성화(Enable)를 선
택합니다.

4.

유지 시간(TTL) 활성화(Enable Time to Live (TTL)) 페이지에서 TTL 속성 이름(TTL attribute name)을 입
력합니다.

5.

(선택 사항) TTL을 활성화할 경우 삭제될 일부 항목을 미리 보려면 Run preview를 선택합니다.

Warning
그러면 항목 목록 샘플이 제공됩니다. TTL에 따라 삭제될 전체 항목 목록이 제공되지는 않습니
다.
6.

TTL 활성화(Enable TTL)를 선택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TTL을 활성화합니다.

이제 TTL이 활성화되었으므로 DynamoDB 콘솔에서 항목을 볼 때 TTL 속성이 TTL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속
성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면 항목이 만료되는 날짜와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유지 시간(TTL) 활성화(AWS CLI)
1.

TTLExample 테이블에서 TTL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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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update-time-to-live --table-name TTLExample --time-to-live-specification
"Enabled=true, AttributeName=ttl"

2.

TTLExample 테이블에서 TTL을 비활성화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time-to-live --table-name TTLExample
{
"TimeToLiveDescription": {
"AttributeName": "ttl",
"TimeToLiveStatus": "ENABLED"
}
}

3.

BASH 셸 및 AWS CLI를 사용하여 TTLExample 테이블에 유지 시간(TTL) 속성 설정을 갖는 항목을 추
가합니다.
EXP=`date -d '+5 days' +%s`
aws dynamodb put-item --table-name "TTLExample" --item '{"id": {"N": "1"}, "ttl": {"N":
"'$EXP'"}}'

이 예제에서는 현재 날짜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5일을 추가하여 만료 시간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만료 시
간을 epoch 시간 형식으로 변환하여 TTLExample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Note
유지 시간(TTL)에 만료 값을 설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초 수를 계산하여 만료 시간을 추가하는 것입
니다. 예를 들어, 5일은 432,000초입니다. 하지만 날짜로 시작하여 환산하는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됩
니다.
다음 예제에서와 같이 현재 시간을 epoch 시간 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Linux 터미널: date +%s
• Python: import time; int(time.time())
• Java: System.currentTimeMillis() / 1000L
• JavaScript: Math.floor(Date.now() / 1000)

항목 작업: Java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Amazon DynamoDB 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생성,
읽기, 업데이트 및 삭제(CRUD)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또한 SDK for Java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DynamoDB 테이블로 클라이언트 측 클
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작성해야 할 코드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Java: DynamoDBMapper (p. 168)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는 몇 가지 Java 문서 API 항목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Java 예제와 몇 가지 완전한 작업 예제가 나
와 있습니다.
주제
• 항목 추가 (p. 381)
• 항목 가져오기 (p. 383)
• 일괄 쓰기 - 여러 항목 추가 및 삭제 (p. 385)
API 버전 2012-08-10
38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API

• 일괄 가져오기: 여러 항목 가져오기 (p. 386)
• 항목 업데이트 (p. 387)
• 항목 삭제 (p. 389)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CRUD 작업 (p. 389)
• 예: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는 일괄 작업 (p. 393)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여 이진 형식 속성 처리 (p. 397)

항목 추가
putItem 메서드는 항목을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항목을 바꿉니다. 전체 항목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속성만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updateItem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업데이트 (p. 387)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할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3.

Item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새로운 항목을 표시합니다. 새 항목의 기본 키와 그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4.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Item을 사용하여 Table 객체의 putItem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작업을 실행하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이 코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새 항
목을 씁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ProductCatalog");
// Build a list of related items
List<Number> relatedItems = new ArrayList<Number>();
relatedItems.add(341);
relatedItems.add(472);
relatedItems.add(649);
//Build a map of product pictures
Map<String, String> pictures = new HashMap<String, String>();
pictures.put("FrontView", "http://example.com/products/123_front.jpg");
pictures.put("RearView", "http://example.com/products/123_rear.jpg");
pictures.put("SideView", "http://example.com/products/123_left_side.jpg");
//Build a map of product reviews
Map<String, List<String>> reviews = new HashMap<String, List<String>>();
List<String> fiveStarReviews = new ArrayList<String>();
fiveStarReviews.add("Excellent! Can't recommend it highly enough!
fiveStarReviews.add("Do yourself a favor and buy this");
reviews.put("FiveStar", fiveStarReviews);
List<String> oneStarReviews = new ArrayList<String>();
oneStarReviews.add("Terrible product! Do not buy this.");
reviews.put("OneStar", oneStarReviews);
// Build the item
Item item = new Item()
.withPrimaryKey("Id",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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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String("Title", "Bicycle 123")
.withString("Description", "123 description")
.withString("BicycleType", "Hybrid")
.withString("Brand", "Brand-Company C")
.withNumber("Price", 500)
.withStringSet("Color",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Red", "Black")))
.withString("ProductCategory", "Bicycle")
.withBoolean("InStock", true)
.withNull("QuantityOnHand")
.withList("RelatedItems", relatedItems)
.withMap("Pictures", pictures)
.withMap("Reviews", reviews);
// Write the item to the table
PutItemOutcome outcome = table.putItem(item);

위의 예에서 항목에는 형식이 스칼라(String, Number, Boolean, Null), 집합(String Set) 및 문서
(List, Map)인 속성이 있습니다.

옵션 파라미터 지정
필수 파라미터 외에도 putItem 메서드에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
드 예제는 선택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항목을 업로드하기 위한 조건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하면 AWS SDK for Java가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을 내보냅니다. 이 코드 예제는
putItem 메서드에 다음과 같은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 요청에 대한 조건을 정의하는 ConditionExpression. 이 코드는 특정 값과 동일한 ISBN 속성을 가진 경
우에만 동일한 기본 키를 가진 기존 항목이 대체되는 조건을 정의합니다.
• 조건에 사용되는 ExpressionAttributeValues에 대한 지도. 이 경우 단 한 번의 대체만 필요합니다.
런타임에 조건 표현식의 자리 표시자 :val이 검사할 실제 ISBN 값으로 대체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 선택적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책 항목을 추가합니다.

Example
Item item = new Item()
.withPrimaryKey("Id", 104)
.withString("Title", "Book 104 Title")
.withString("ISBN", "444-4444444444")
.withNumber("Price", 20)
.withStringSet("Author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 "Author2")));
Map<String, 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String, 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put(":val", "444-4444444444");
PutItemOutcome outcome = table.putItem(
item,
"ISBN = :val", // ConditionExpression parameter
null,
// ExpressionAttributeNames parameter - we're not using it for this
example
expressionAttributeValues);

PutItem 및 JSON 문서
DynamoDB 테이블에 속성으로 JSON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Item의 withJSON 메서드를 사
용합니다. 이 메서드가 JSON 문서를 구문 분석하고 각 요소를 기본 DynamoDB 데이터 형식에 매핑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주문을 이행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다음 JSON 문서를 저장한다고 가정해 보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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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

}

"V01": {
"Name": "Acme Books",
"Offices": [ "Seattle" ]
},
"V02": {
"Name": "New Publishers, Inc.",
"Offices": ["London", "New York"
]
},
"V03": {
"Name": "Better Buy Books",
"Offices": [ "Tokyo", "Los Angeles", "Sydney"
]
}

withJSON 메서드를 사용하여 이 항목을 ProductCatalog 테이블의 VendorInfo라는 Map 속성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 Convert the document into a String. Must escape all double-quotes.
String vendorDocument = "{"
+ "
\"V01\": {"
+ "
\"Name\": \"Acme Books\","
+ "
\"Offices\": [ \"Seattle\" ]"
+ "
},"
+ "
\"V02\": {"
+ "
\"Name\": \"New Publishers, Inc.\","
+ "
\"Offices\": [ \"London\", \"New York\"" + "]" + "},"
+ "
\"V03\": {"
+ "
\"Name\": \"Better Buy Books\","
+
"\"Offices\": [ \"Tokyo\", \"Los Angeles\", \"Sydney\""
+ "
]"
+ "
}"
+ "
}";
Item item = new Item()
.withPrimaryKey("Id", 210)
.withString("Title", "Book 210 Title")
.withString("ISBN", "210-2102102102")
.withNumber("Price", 30)
.withJSON("VendorInfo", vendorDocument);
PutItemOutcome outcome = table.putItem(item);

항목 가져오기
단일 항목을 검색하려면 Table 객체의 getItem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할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3.

Table 인스턴스의 getItem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검색하려는 항목의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코드는 지정된 파티션 기본 키가 있는 항목을 가져옵니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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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 dynamoDB.getTable("ProductCatalog");
Item item = table.getItem("Id", 210);

옵션 파라미터 지정
필수 파라미터 외에도 getItem 메서드에 대해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선택적 메서드를 사용하여 특정 속성 목록만 검색하고 강력하게 일관된 읽기를 지정합니다. 읽
기 일관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성 (p. 15)를 참조하십시오.
ProjectionExpression을 사용하여 전체 항목이 아닌 특정 속성이나 요소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ProjectionExpression은 문서 경로를 사용하여 최상위 또는 중첩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프로젝션 표현식 (p. 354)을 참조하십시오.
getItem 메서드의 파라미터는 읽기 일관성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위 수준 GetItem 작업에
대한 모든 입력에 전체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GetItemSpec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코드 예제에서
는 GetItemSpec을 생성하고 그 사양을 getItem 메서드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Example
GetItemSpec spec = new GetItemSpec()
.withPrimaryKey("Id", 206)
.withProjectionExpression("Id, Title, RelatedItems[0], Reviews.FiveStar")
.withConsistentRead(true);
Item item = table.getItem(spec);
System.out.println(item.toJSONPretty());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Item을 인쇄하려면 toJSONPretty 메서드를 사용하십시오. 이전 예제의 출
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latedItems" : [ 341 ],
"Reviews" : {
"FiveStar" : [ "Excellent! Can't recommend it highly enough! Buy it!", "Do yourself a
favor and buy this" ]
},
"Id" : 123,
"Title" : "20-Bicycle 123"

}

GetItem 및 JSON 문서
PutItem 및 JSON 문서 (p. 382) 단원에서는 JSON 문서를 VendorInfo라는 Map 속성에 저장했습니다.
getItem 메서드를 사용하여 JSON 형식으로 전체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서 경로 표기법을 사
용하여 문서에서 일부 요소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이러한 기법을 보여줍니다.
GetItemSpec spec = new GetItemSpec()
.withPrimaryKey("Id", 210);
System.out.println("All vendor info:");
spec.withProjectionExpression("VendorInfo");
System.out.println(table.getItem(spec).toJSON());
System.out.println("A single vendor:");
spec.withProjectionExpression("VendorInfo.V03");
System.out.println(table.getItem(spec).to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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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ut.println("First office location for this vendor:");
spec.withProjectionExpression("VendorInfo.V03.Offices[0]");
System.out.println(table.getItem(spec).toJSON());

이전 예제의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All vendor info:
{"VendorInfo":{"V03":{"Name":"Better Buy Books","Offices":["Tokyo","Los
Angeles","Sydney"]},"V02":{"Name":"New Publishers, Inc.","Offices":["London","New
York"]},"V01":{"Name":"Acme Books","Offices":["Seattle"]}}}
A single vendor:
{"VendorInfo":{"V03":{"Name":"Better Buy Books","Offices":["Tokyo","Los
Angeles","Sydney"]}}}
First office location for a single vendor:
{"VendorInfo":{"V03":{"Offices":["Tokyo"]}}}

Note
toJSON 메서드를 사용하여 임의의 항목 또는 해당 속성을 JSON 형식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여러 최상위 및 중첩 속성을 검색하여 결과를 JSON으로 인쇄합니다.
GetItemSpec spec = new GetItemSpec()
.withPrimaryKey("Id", 210)
.withProjectionExpression("VendorInfo.V01, Title, Price");
Item item = table.getItem(spec);
System.out.println(item.toJSON());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VendorInfo":{"V01":{"Name":"Acme Books","Offices":
["Seattle"]}},"Price":30,"Title":"Book 210 Title"}

일괄 쓰기 - 여러 항목 추가 및 삭제
배치 쓰기란 다수의 항목을 배치로 입력 및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batchWriteItem 메서드를 사용하
면 단 한 번의 호출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다수의 항목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을 일괄하거나 삭제하는 단계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테이블의 모든 일괄 및 삭제 작업을 설명하는 TableWriteItems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단일
일괄 쓰기 작업에서 여러 테이블에 쓰려면 테이블마다 TableWriteItems 인스턴스 하나를 생성해야
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TableWriteItems 객체를 제공하여 batchWriteItem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4.

응답을 처리합니다. 응답과 함께 반환되는 요청 항목 중 처리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이 할당량에 이르거나 일시적 오류가 발생하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DynamoDB는 요청 시 지정하는 요청 크기나 작업 수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 DynamoDB가 요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량 (p. 1264)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예제에서는 두 테이블 Forum 및 Thread에서
batchWriteItem 작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TableWriteItems 객체가 다음 작업을 정의합니다.
• Forum 테이블에 항목을 업로드합니다.
• Thread 테이블에서 항목을 업로드하고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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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코드가 batchWriteItem을 호출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WriteItems forumTableWriteItems = new TableWriteItems("Forum")
.withItemsToPut(
new Item()
.withPrimaryKey("Name", "Amazon RDS")
.withNumber("Threads", 0));
TableWriteItems threadTableWriteItems = new TableWriteItems("Thread")
.withItemsToPut(
new Item()
.withPrimaryKey("ForumName","Amazon RDS","Subject","Amazon RDS Thread 1")
.withHashAndRangeKeysToDelete("ForumName","Some partition key value", "Amazon S3",
"Some sort key value");
BatchWriteItemOutcome outcome = dynamoDB.batchWriteItem(forumTableWriteItems,
threadTableWriteItems);
// Code for checking unprocessed items is omitted in this example

사용 가능한 예제는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일괄 쓰기 작업 (p. 393)를 참조하세요.

일괄 가져오기: 여러 항목 가져오기
batchGetItem 메서드를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일 항목을
검색하려면 getItem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테이블에서 검색할 기본 키 값 목록을 설명하는 TableKeysAndAttributes 클래스의 인
스턴스를 만듭니다. 단일 일괄 가져오기 작업에서 여러 테이블로부터 읽으려면 테이블마다
TableKeysAndAttributes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TableKeysAndAttributes 객체를 제공하여 batchGetItem 메서드를 호출
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Forum 테이블에서 항목 2개, Thread 테이블
에서 항목 3개를 검색합니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KeysAndAttributes forumTableKeysAndAttributes = new
TableKeysAndAttributes(forumTableName);
forumTableKeysAndAttributes.addHashOnlyPrimaryKeys("Name",
"Amazon S3",
"Amazon DynamoDB");
TableKeysAndAttributes threadTableKeysAndAttributes = new
TableKeysAndAttributes(threadTableName);
threadTableKeysAndAttributes.addHashAndRangePrimaryKeys("ForumName", "Subject",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Amazon S3","S3 Thread 1");
BatchGetItemOutcome outcome = dynamoDB.batchGetItem(
forumTableKeysAndAttributes, threadTableKeysAnd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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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tring tableName : outcome.getTableItems().keySet()) {
System.out.println("Items in table " + tableName);
List<Item> items = outcome.getTableItems().get(tableName);
for (Item item : items) {
System.out.println(item);
}
}

옵션 파라미터 지정
batchGetItem을 사용할 때 필수 파라미터 외에도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bleKeysAndAttributes를 정의할 때마다 ProjectionExpress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에서 검색하려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Forum 테이블에서 두 개의 항목을 검색합니다. withProjectionExpression 파라
미터가 Threads 속성만 검색하도록 지정합니다.

Example
TableKeysAndAttributes forumTableKeysAndAttributes = new TableKeysAndAttributes("Forum")
.withProjectionExpression("Threads");
forumTableKeysAndAttributes.addHashOnlyPrimaryKeys("Name",
"Amazon S3",
"Amazon DynamoDB");
BatchGetItemOutcome outcome = dynamoDB.batchGetItem(forumTableKeysAndAttributes);

항목 업데이트
Table 객체의 updateItem 메서드는 기존의 속성 값을 업데이트하거나, 새 속성을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
에서 속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updateItem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 항목이 없으면(테이블에 지정된 기본 키를 가진 항목이 없음) updateItem이 테이블에 새 항목을 추가합
니다.
• 항목이 있으면 UpdateExpression 파라미터가 지정한 대로 updateItem이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Note
putItem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utItem을 호출하여 테이블
에 항목을 추가할 경우 지정된 기본 키를 가진 항목이 이미 있으면 putItem이 전체 항목을 바꿉니
다. 입력에 지정되지 않은 속성이 기존 항목에 있으면 putItem이 항목에서 그 속성을 제거합니다.
일반적으로 항목 속성을 수정할 때마다 updateItem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updateItem 메
서드는 입력에 지정한 항목 속성만 수정하며, 항목에 있는 다른 속성은 변경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
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할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2.

Table 인스턴스의 updateTabl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수정할 속성과 수정 방법을 설명하는
UpdateExpression과 함께 검색하려는 항목의 기본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작업을 실행하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의
book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작성자를 Authors 집합에 추가하고 기존 ISBN 속성을 삭제합니다.
또한 가격을 1만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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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AttributeValues 맵이 UpdateExpression에 사용됩니다. 런타임에 자리 표시자 :val1
및 :val2가 Authors 및 Price의 실제 값으로 바뀝니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ProductCatalog");
Map<String, String>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HashMap<String, String>();
expressionAttributeNames.put("#A", "Authors");
expressionAttributeNames.put("#P", "Price");
expressionAttributeNames.put("#I", "ISBN");
Map<String, 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String, 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put(":val1",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 YY","Author ZZ")));
expressionAttributeValues.put(":val2", 1);
//Price
UpdateItemOutcome outcome = table.updateItem(
"Id",
// key attribute name
101,
// key attribute value
"add #A :val1 set #P = #P - :val2 remove #I", // UpdateExpression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옵션 파라미터 지정
필수 파라미터 외에도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 등 updateItem 메서드
에 대한 선택적 파라미터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AWS SDK for
Java가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을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book 항목 가격을 25로 조건부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가격이 20일 경우에만 가격이 업데이트 되도록
ConditionExpression을 지정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ProductCatalog");
Map<String, String>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HashMap<String, String>();
expressionAttributeNames.put("#P", "Price");
Map<String, 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String, 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put(":val1", 25); // update Price to 25...
expressionAttributeValues.put(":val2", 20); //...but only if existing Price is 20
UpdateItemOutcome outcome = table.updateItem(
new PrimaryKey("Id",101),
"set #P = :val1", // UpdateExpression
"#P = :val2",
// ConditionExpression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원자성 카운터
updateItem을 사용하여 원자성 카운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쓰기 요청과 충돌하지 않고도 기
존 속성의 값을 증감합니다. 원자성 카운터를 증가시키려면 UpdateExpression을 set 작업과 함께 사용
하여 Number 형식의 기존 속성에 숫자 값을 추가합니다.
다음 예제는 Quantity 속성을 하나씩 늘리며 이를 보여 줍니다. UpdateExpression에서
ExpressionAttributeNames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방식도 보여 줍니다.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Product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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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tring,String>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HashMap<String,String>();
expressionAttributeNames.put("#p", "PageCount");
Map<String,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String,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put(":val", 1);
UpdateItemOutcome outcome = table.updateItem(
"Id", 121,
"set #p = #p + :val",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항목 삭제
deleteItem 메서드는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삭제할 항목의 기본 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DynamoDB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삭제하려는 항목의 키를 제공하여 deleteItem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다음은 Java 예제는 이러한 작업을 보여줍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ProductCatalog");
DeleteItemOutcome outcome = table.deleteItem("Id", 101);

옵션 파라미터 지정
deleteItem에 대해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책이 더 이
상 출판되지 않는 경우에만(InPublication 속성이 false임) ProductCatalog의 book 항목을 삭제하도
록 ConditionExpression을 지정합니다.

Example
Map<String,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String,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put(":val", false);
DeleteItemOutcome outcome = table.deleteItem("Id",103,
"InPublication = :val",
null, // ExpressionAttributeNames - not used in this example
expressionAttributeValues);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CRUD 작업
다음 코드 예제는 Amazon DynamoDB 항목에 대한 CRUD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항목을 만들고,
검색하고, 다양한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항목을 삭제합니다.

Note
또한 SDK for Java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DynamoDB 테이블로 클라이언트 측 클
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작성해야 할 코드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 DynamoDBMapper (p. 168)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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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아래 코드 예제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지
침에 따라 이미 계정의 DynamoDB에 데이터를 로드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io.IOException;
java.util.Arrays;
java.util.HashMap;
java.util.HashSet;
java.util.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eleteItem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UpdateItem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DeleteItemSpec;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UpdateItemSpec;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utils.NameMap;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utils.ValueMap;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turnValue;

public class DocumentAPIItemCRUD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atic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
createItems();
retrieveItem();
// Perform various updates.
updateMultipleAttributes();
updateAddNewAttribute();
updateExistingAttributeConditionally();
// Delete the item.
delete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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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void createItems()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120).withString("Title", "Book 120

Title")

"Author22")))

.withString("ISBN", "120-1111111111")
.withStringSet("Author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2",

.withNumber("Price", 20).withString("Dimensions",
"8.5x11.0x.75").withNumber("PageCount", 500)
.withBoolean("InPublication", false).withString("ProductCategory", "Book");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121).withString("Title", "Book 121

Title")

"Author 22")))

.withString("ISBN", "121-1111111111")
.withStringSet("Author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21",

.withNumber("Price", 20).withString("Dimensions",
"8.5x11.0x.75").withNumber("PageCount", 500)
.withBoolean("InPublication", true).withString("ProductCategory", "Book");
table.putItem(item);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Create items failed.");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private static void retrieveItem()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Item item = table.getItem("Id", 120, "Id, ISBN, Title, Authors", null);
System.out.println("Printing item after retrieving it....");
System.out.println(item.toJSONPretty());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GetItem failed.");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private static void updateAddNewAttribut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UpdateItemSpec updateItemSpec = new UpdateItemSpec().withPrimaryKey("Id", 121)
.withUpdateExpression("set #na = :val1").withNameMap(new
NameMap().with("#na", "NewAttribute"))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al1", "Some
value")).withReturnValues(ReturnValue.ALL_NEW);
UpdateItemOutcome outcome = table.updateItem(updateItemSpec);
// Check the response.
System.out.println("Printing item after adding new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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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ut.println(outcome.getItem().toJSONPretty());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add new attribute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private static void updateMultipleAttributes()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UpdateItemSpec updateItemSpec = new UpdateItemSpec().withPrimaryKey("Id", 120)
.withUpdateExpression("add #a :val1 set #na=:val2")
.withNameMap(new NameMap().with("#a", "Authors").with("#na",
"NewAttribute"))
.withValueMap(
new ValueMap().withStringSet(":val1", "Author YY", "Author
ZZ").withString(":val2", "someValue"))
.withReturnValues(ReturnValue.ALL_NEW);
UpdateItemOutcome outcome = table.updateItem(updateItemSpec);
// Check the response.
System.out.println("Printing item after multiple attribute update...");
System.out.println(outcome.getItem().toJSONPretty());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update multiple attributes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private static void updateExistingAttributeConditionally()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 Specify the desired price (25.00) and also the condition (price =
// 20.00)

= :val1")
"Price"))
20));

UpdateItemSpec updateItemSpec = new UpdateItemSpec().withPrimaryKey("Id", 120)
.withReturnValues(ReturnValue.ALL_NEW).withUpdateExpression("set #p
.withConditionExpression("#p = :val2").withNameMap(new NameMap().with("#p",
.withValueMap(new ValueMap().withNumber(":val1", 25).withNumber(":val2",
UpdateItemOutcome outcome = table.updateItem(updateItemSpec);

// Check the response.
System.out.println("Printing item after conditional update to new
attribute...");
System.out.println(outcome.getItem().toJSONPretty());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rror updating item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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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vate static void deleteItem()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DeleteItemSpec deleteItemSpec = new DeleteItemSpec().withPrimaryKey("Id", 120)
.withConditionExpression("#ip = :val").withNameMap(new
NameMap().with("#ip", "InPublication"))
.withValueMap(new ValueMap().withBoolean(":val",
false)).withReturnValues(ReturnValue.ALL_OLD);
DeleteItemOutcome outcome = table.deleteItem(deleteItemSpec);
// Check the response.
System.out.println("Printing item that was deleted...");
System.out.println(outcome.getItem().toJSONPretty());

}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rror deleting item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예: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는 일괄 작업
이 단원에서는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서 배치 쓰기 및 배치 가져오
기를 수행하는 작업의 예를 제공합니다.

Note
또한 SDK for Java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DynamoDB 테이블로 클라이언트 측 클
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작성해야 할 코드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Java: DynamoDBMapper (p. 168)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일괄 쓰기 작업 (p. 393)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일괄 가져오기 작업 (p. 395)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일괄 쓰기 작업
다음 Java 코드 예제에서는 batchWriteItem 메서드를 사용하여 다음의 일괄 및 삭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 한 항목을 Forum 테이블에 업로드합니다.
• 한 항목을 Thread 테이블에서 업로드하고 삭제합니다.
일괄 쓰기 요청을 생성할 때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대해 업로드 및 삭제 요청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batchWriteItem은 단일 일괄 쓰기 작업에서 일괄 쓰기 요청의 크기와 업로드 및 삭제 작업의
수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청이 거부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충분한 처
리량이 테이블에 할당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 시 처리되지 않은 요청 항목이 반환됩니다.
다음은 응답을 확인하여 처리되지 않은 요청 항목의 유무를 점검하는 예제입니다. 미처리 요청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루프백이 발생하여 미처리 항목이 있는 batchWriteItem 요청을 다시 보냅니다. DynamoD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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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을 따랐다면 이미 Forum 및 Thread 테이블이 생
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하여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p. 1287)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io.IOException;
java.util.Arrays;
java.util.HashSet;
java.util.List;
java.util.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BatchWriteItem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WriteItems;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WriteRequest;

public class DocumentAPIBatchWrit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atic String forumTableName = "Forum";
static String threadTableName = "Thread";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
writeMultipleItemsBatchWrite();
}
private static void writeMultipleItemsBatchWrite() {
try {

Forum

// Add a new item to Forum
TableWriteItems forumTableWriteItems = new TableWriteItems(forumTableName) //

.withItemsToPut(new Item().withPrimaryKey("Name", "Amazon
RDS").withNumber("Threads", 0));
// Add a new item, and delete an existing item, from Thread
// This table has a partition key and range key, so need to specify
// both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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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riteItems threadTableWriteItems = new TableWriteItems(threadTableName)
.withItemsToPut(new Item().withPrimaryKey("ForumName", "Amazon RDS",
"Subject", "Amazon RDS Thread 1")
.withString("Message", "ElastiCache Thread 1 message")
.withStringSet("Tag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cache", "inmemory"))))
.withHashAndRangeKeysToDelete("ForumName", "Subject", "Amazon S3", "S3
Thread 100");
System.out.println("Making the request.");
BatchWriteItemOutcome outcome = dynamoDB.batchWriteItem(forumTableWriteItems,
threadTableWriteItems);
do {
// Check for unprocessed keys which could happen if you exceed
// provisioned throughput
Map<String, List<WriteRequest>> unprocessedItems =
outcome.getUnprocessedItems();
if (outcome.getUnprocessedItems().size() == 0) {
System.out.println("No unprocessed items found");
}
else {
System.out.println("Retrieving the unprocessed items");
outcome = dynamoDB.batchWriteItemUnprocessed(unprocessedItems);
}
} while (outcome.getUnprocessedItems().size() > 0);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retrieve items: ");
e.printStackTrace(System.err);
}
}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일괄 가져오기 작업
다음 Java 코드 예제에서는 batchGetItem 메서드를 사용하여 Forum 및 Thread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검색합니다. BatchGetItemRequest는 테이블 이름을 비롯해 가져올 각 항목의 키 목록을 지정합니다. 이
예제는 가져온 항목을 출력하여 응답을 처리합니다.

Note
아래 코드 예제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지
침에 따라 이미 계정의 DynamoDB에 데이터를 로드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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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http://aws.amazon.com/apache2.0/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java.io.IOException;
import java.util.List;
import java.util.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BatchGetItem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KeysAndAttributes;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AndAttributes;

public class DocumentAPIBatchGet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atic String forumTableName = "Forum";
static String threadTableName = "Thread";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
retrieveMultipleItemsBatchGet();
}
private static void retrieveMultipleItemsBatchGet() {
try {
TableKeysAndAttributes forumTableKeysAndAttributes = new
TableKeysAndAttributes(forumTableName);
// Add a partition key
forumTableKeysAndAttributes.addHashOnlyPrimaryKeys("Name", "Amazon S3", "Amazon
DynamoDB");
TableKeysAndAttributes threadTableKeysAndAttributes = new
TableKeysAndAttributes(threadTableName);
// Add a partition key and a sort key
threadTableKeysAndAttributes.addHashAndRangePrimaryKeys("ForumName", "Subject",
"Amazon DynamoDB",
"DynamoDB Thread 1", "Amazon DynamoDB", "DynamoDB Thread 2", "Amazon S3",
"S3 Thread 1");
System.out.println("Making the request.");
BatchGetItemOutcome outcome =
dynamoDB.batchGetItem(forumTableKeysAndAttributes,
threadTableKeysAndAttributes);
Map<String, KeysAndAttributes> unprocessed = null;
do {

for (String tableName : outcome.getTableItems().keySet()) {
System.out.println("Items in table " + tableName);
List<Item> items = outcome.getTableItems().get(tableName);
for (Item item : items) {
System.out.println(item.toJSONPret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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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ck for unprocessed keys which could happen if you exceed
// provisioned
// throughput or reach the limit on response size.
unprocessed = outcome.getUnprocessedKeys();
if (unprocessed.isEmpty()) {
System.out.println("No unprocessed keys found");
}
else {
System.out.println("Retrieving the unprocessed keys");
outcome = dynamoDB.batchGetItemUnprocessed(unprocessed);
}
} while (!unprocessed.isEmpty());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retrieve items.");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여 이진 형식 속성 처리
다음은 이진 형식 속성의 처리를 설명하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항목을 Reply 테이블
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항목에는 압축 데이터가 저장된 이진수 형식의 속성(ExtendedMessage)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항목을 가져와서 모든 속성 값을 출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에서는
GZIPOutputStream 클래스를 사용해 샘플 스트림을 압축하여 ExtendedMessage 속성에 할당합니다. 이
진 속성을 검색하면 GZIPInputStream 클래스를 사용하여 이 속성의 압축이 풀립니다.

Note
또한 SDK for Java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DynamoDB 테이블로 클라이언트 측 클
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작성해야 할 코드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Java: DynamoDBMapper (p. 168)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을 따랐다면 이미 Reply 테이블
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p. 1287)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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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io.ByteArrayInputStream;
java.io.ByteArrayOutputStream;
java.io.IOException;
java.nio.ByteBuffer;
java.text.SimpleDateFormat;
java.util.Date;
java.util.TimeZone;
java.util.zip.GZIPInputStream;
java.util.zip.GZIPOutputStream;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GetItemSpec;

public class DocumentAPIItemBinary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atic String tableName = "Reply";
static SimpleDateFormat dateFormatter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
try {
// Format the primary key values
String threadId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dateFormatter.setTimeZone(TimeZone.getTimeZone("UTC"));
String replyDateTime = dateFormatter.format(new Date());
// Add a new reply with a binary attribute type
createItem(threadId, replyDateTime);
// Retrieve the reply with a binary attribute type
retrieveItem(threadId, replyDateTime);
// clean up by deleting the item
deleteItem(threadId, replyDateTime);

}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rror running the binary attribute type example: " + e);
e.printStackTrace(System.err);
}

public static void createItem(String threadId, String replyDateTime) throws IOException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 Craft a long message
String messageInput = "Long message to be compressed in a lengthy forum reply";
// Compress the long message
ByteBuffer compressedMessage = compressString(messageInput.to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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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putItem(new Item().withPrimaryKey("Id", threadId).withString("ReplyDateTime",
replyDateTime)
.withString("Message", "Long message follows").withBinary("ExtendedMessage",
compressedMessage)
.withString("PostedBy", "User A"));
}
public static void retrieveItem(String threadId, String replyDateTime) throws
IOException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GetItemSpec spec = new GetItemSpec().withPrimaryKey("Id", threadId,
"ReplyDateTime", replyDateTime)
.withConsistentRead(true);
Item item = table.getItem(spec);
// Uncompress the reply message and print
String uncompressed =
uncompressString(ByteBuffer.wrap(item.getBinary("ExtendedMessage")));
System.out.println("Reply message:\n" + " Id: " + item.getString("Id") + "\n" + "
ReplyDateTime: "
+ item.getString("ReplyDateTime") + "\n" + " PostedBy: " +
item.getString("PostedBy") + "\n" + " Message: "
+ item.getString("Message") + "\n" + " ExtendedMessage (uncompressed): " +
uncompressed + "\n");
}
public static void deleteItem(String threadId, String replyDateTime) {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able.deleteItem("Id", threadId, "ReplyDateTime", replyDateTime);

private static ByteBuffer compressString(String input) throws IOException {
// Compress the UTF-8 encoded String into a byte[]
ByteArrayOutputStream baos = new ByteArrayOutputStream();
GZIPOutputStream os = new GZIPOutputStream(baos);
os.write(input.getBytes("UTF-8"));
os.close();
baos.close();
byte[] compressedBytes = baos.toByteArray();

}

// The following code writes the compressed bytes to a ByteBuffer.
// A simpler way to do this is by simply calling
// ByteBuffer.wrap(compressedBytes);
// However, the longer form below shows the importance of resetting the
// position of the buffer
//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buffer if you are writing bytes directly
// to it, since the SDK
// will consider only the bytes after the current position when sending
// data to DynamoDB.
// Using the "wrap" method automatically resets the position to zero.
ByteBuffer buffer = ByteBuffer.allocate(compressedBytes.length);
buffer.put(compressedBytes, 0, compressedBytes.length);
buffer.position(0); // Important: reset the position of the ByteBuffer
// to the beginning
return buffer;

private static String uncompressString(ByteBuffer input) throws IOException {
byte[] bytes = input.array();
ByteArrayInputStream bais = new ByteArrayInputStrea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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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eArrayOutputStream baos = new ByteArrayOutputStream();
GZIPInputStream is = new GZIPInputStream(bais);
int chunkSize = 1024;
byte[] buffer = new byte[chunkSize];
int length = 0;
while ((length = is.read(buffer, 0, chunkSize)) != -1) {
baos.write(buffer, 0, length);
}
String result = new String(baos.toByteArray(), "UTF-8");
is.close();
baos.close();
bais.close();
}

}

return result;

항목 작업: .NET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 항목에 대한 생성, 읽기, 업데이트, 삭제 작업(CRUD)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CRUD를 작업할 때 따라야 할 공통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각 요청 객체에서 작업에 따라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항목을 업로드할 때는 PutItemRequest 요청 객체를 사용하고, 기존 항목을 가져올 때는
GetItemRequest 요청 객체를 사용합니다.
요청 객체를 사용하여 필수 파라미터와 옵션 파라미터를 모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요청 객체를 전달하여 클라이언트 제공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CRUD 작업을 위해 AmazonDynamoDBClient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메서드는 PutItem, GetItem,
UpdateItem 및 DeleteItem입니다.

주제
• 항목 추가 (p. 400)
• 항목 가져오기 (p. 402)
• 항목 업데이트 (p. 403)
• 원자성 카운터 (p. 405)
• 항목 삭제 (p. 405)
• 일괄 쓰기 - 여러 항목 추가 및 삭제 (p. 406)
• 일괄 가져오기: 여러 항목 가져오기 (p. 408)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CRUD 작업 (p. 410)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일괄 작업 (p. 414)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이진 형식 속성 처리 (p. 420)

항목 추가
PutItem 메서드는 항목을 테이블에 업로드합니다.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항목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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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전체 항목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속성만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UpdateItem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업데이트 (p. 403)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하위 수준 .NET SDK API를 사용하여 항목을 업로드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PutItem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항목을 업로드하려면 테이블 이름과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PutItemRequest 객체를 입력하여 PutItem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항목을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업로드합
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201" }},
{ "Title", new AttributeValue { S = "Book 201 Title" }},
{ "ISBN", new AttributeValue { S = "11-11-11-11" }},
{ "Price", new AttributeValue { S = "20.00" }},
{
"Authors",
new AttributeValue
{ SS = new List<string>{"Author1", "Author2"}
}
}
}
};
client.PutItem(request);

위 예제에서 업로드한 book 항목에는 Id, Title, ISBN 및 Authors 속성이 있습니다. Id는 숫자 형식의 속
성이고, 나머지 모든 속성들은 문자열 형식입니다. 작성자는 String 집합입니다.

옵션 파라미터 지정
아래 C# 예제에서와 같이 PutItemRequest 객체를 사용하여 옵션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
제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및 ConditionExpression 파라미
터는 기존 항목에 특정 값의 ISBN 속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항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 ReturnValues 파라미터는 응답 시 이전 항목을 요청합니다.

Example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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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d", new AttributeValue { N = "104" }},
"Title", new AttributeValue { S = "Book 104 Title" }},
"ISBN", new AttributeValue { S = "444-4444444444" }},
"Authors",
new AttributeValue { SS = new List<string>{"Author3"}}}

},
// Optional parameters.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string>()
{
{"#I", "ISBN"}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isbn",new AttributeValue {S = "444-4444444444"}}
},
ConditionExpression = "#I = :isbn"
};
var response = client.PutItem(request);

자세한 내용은 PutItem 단원을 참조하세요.

항목 가져오기
GetItem 메서드는 항목을 가져옵니다.

Note
다수의 항목을 가져올 때는 BatchGetItem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일괄 가져오기:
여러 항목 가져오기 (p. 408)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하위 수준 AWS SDK for .NET API를 사용하여 기존 항목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GetItem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항목을 가져오려면 테이블 이름과 항목의 기본 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GetItemRequest 객체를 입력하여 GetItem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항목을 검색합
니다.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quest = new Ge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202" } } },
};
var response = client.GetItem(request);
// Check the response.
var result = response.GetItemResult;
var attributeMap = result.Item; // Attribute list in the response.

옵션 파라미터 지정
아래 C# 예제에서와 같이 GetItemRequest 객체를 사용하여 옵션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샘
플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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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ionExpression 파라미터는 가져올 속성을 지정합니다.
• ConsistentRead 파라미터는 Strongly Consistent Read를 실행합니다. 읽기 일관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읽기 정합성 (p. 1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quest = new Ge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202" } } },
// Optional parameters.
ProjectionExpression = "Id, ISBN, Title, Authors",
ConsistentRead = true
};
var response = client.GetItem(request);
// Check the response.
var result = response.GetItemResult;
var attributeMap = result.Item;

자세한 내용은 GetItem을 참조하세요.

항목 업데이트
UpdateItem 메서드는 기존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업데이트합니다. UpdateItem 작업을 사용하면 기존 속
성 값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거나, 혹은 기존 속성 컬렉션에서 속성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
다. 기본 키를 지정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합니다.
UpdateItem 작업은 다음 지침을 사용합니다.
• 항목이 없는 경우 UpdateItem은 입력에서 지정한 기본 키를 사용하여 새 항목을 추가합니다.
• 항목이 있는 경우 UpdateItem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 기존 속성 값을 업데이트 값으로 변경합니다.
• 입력한 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속성을 항목에 추가합니다.
• 입력 속성이 null인 경우에는 입력한 속성이 있으면 삭제합니다.
• Action에서 ADD를 사용하면 기존 집합(문자열 또는 숫자 집합)에 값을 추가하거나, 기존 숫자 속성 값
에서 수치적으로 더하거나(양수 사용) 뺄 수 있습니다(음수 사용).

Note
PutItem 작업은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추가 (p. 400)을 참조하십시오. 예
를 들어 PutItem을 호출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할 때 기본 키가 있을 경우 PutItem 작업이 전체 항
목을 변경합니다. 기존 항목에 속성이 있으나 그러한 속성이 입력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PutItem
작업은 그러한 속성을 삭제합니다. 그러나 UpdateItem은 지정된 입력 속성만 업데이트합니다. 해
당 항목의 다른 모든 기존 속성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은 하위 수준 .NET SDK API를 사용하여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UpdateItem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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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스턴스는 속성 추가, 기존 속성 업데이트 또는 속성 삭제 등과 같이 모든 업데이트를 설명하는 요청
객체입니다. 기존 속성을 삭제하려면 null 값으로 속성 이름을 지정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UpdateItemRequest 객체를 입력하여 UpdateItem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의 book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새로운 작성자를 Authors 컬렉션에 추가하고 기존 ISBN 속성을 삭제합니다. 또한 가격을
1만큼 내립니다.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202" } } },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string>()
{
{"#A", "Authors"},
{"#P", "Price"},
{"#NA", "NewAttribute"},
{"#I", "ISBN"}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auth",new AttributeValue { SS = {"Author YY","Author ZZ"}}},
{":p",new AttributeValue {N = "1"}},
{":newattr",new AttributeValue {S = "someValue"}},
},
// This expression does the following:
// 1) Adds two new authors to the list
// 2) Reduces the price
// 3) Adds a new attribute to the item
// 4) Removes the ISBN attribute from the item
UpdateExpression = "ADD #A :auth SET #P = #P - :p, #NA = :newattr REMOVE #I"

};
var response = client.UpdateItem(request);

옵션 파라미터 지정
아래 C# 예제에서와 같이 UpdateItemRequest 객체를 사용하여 옵션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pressionAttributeValues 및 ConditionExpression 파라미터는 기존 가격이 20.00인 경우에
만 가격을 업데이트하도록 지정합니다.
• ReturnValues 파라미터는 응답 시 업데이트된 항목을 요청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
{
Key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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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date price only if the current price is 20.00.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string>()
{
{"#P", "Price"}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newprice",new AttributeValue {N = "22"}},
{":currprice",new AttributeValue {N = "20"}}
},
UpdateExpression = "SET #P = :newprice",
ConditionExpression = "#P = :currprice",
TableName = tableName,
ReturnValues = "ALL_NEW" // Return all the attributes of the updated item.

var response = client.UpdateItem(request);

자세한 내용은 UpdateItem 단원을 참조하세요.

원자성 카운터
updateItem을 사용하여 원자성 카운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쓰기 요청과 충돌하지 않고도 기
존 속성의 값을 증감합니다. 원자성 카운터를 업데이트하려면 UpdateExpression 파라미터에서 Number
형식의 속성을 가진 updateItem을 사용하고, ADD에서는 Action을 사용합니다.
다음 예제는 Quantity 속성을 하나씩 늘리며 이를 보여 줍니다.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
{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121" } } },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
{"#Q", "Quantity"}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incr",new AttributeValue {N = "1"}}
},
UpdateExpression = "SET #Q = #Q + :incr",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client.UpdateItem(request);

항목 삭제
DeleteItem 메서드는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다음은 하위 수준 .NET SDK API를 사용하여 항목을 삭제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DeleteItem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항목을 삭제하려면 테이블 이름과 항목의 기본 키가 필요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DeleteItemRequest 객체를 입력하여 DeleteItem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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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quest = new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201" } } },
};
var response = client.DeleteItem(request);

옵션 파라미터 지정
아래 C# 코드 예제에서와 같이 DeleteItemRequest 객체를 사용하여 옵션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도 있습
니다. 이 예제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pressionAttributeValues 및 ConditionExpression 파라미터는 서적이 더 이상 출판되지 않
는 경우에만(InPublication 속성 값 false) 서적 항목을 삭제할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 ReturnValues 파라미터는 응답 시 삭제된 항목을 요청합니다.

Example
var request = new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201" } } },

};

// Optional parameters.
ReturnValues = "ALL_OLD",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
{"#IP", "InPublication"}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inpub",new AttributeValue {BOOL = false}}
},
ConditionExpression = "#IP = :inpub"

var response = client.DeleteItem(request);

자세한 내용은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일괄 쓰기 - 여러 항목 추가 및 삭제
배치 쓰기란 다수의 항목을 배치로 입력 및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BatchWriteItem 메서드를 사용하면
단 한 번의 호출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다수의 항목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 수
준 .NET SDK API를 사용하여 다수의 항목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BatchWriteItem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모든 업로드 및 삭제 작업을 설명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BatchWriteItemRequest 객체를 입력하여 BatchWriteItem 메서드를 실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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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답을 처리합니다. 응답과 함께 반환되는 요청 항목 중 처리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이 할당량에 이르거나 일시적 오류가 발생하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DynamoDB는 요청 시 지정하는 요청 크기나 작업 수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 DynamoDB가 요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아래 예제는 BatchWriteItemRequest를 생성하여 다
음 쓰기 작업을 실행합니다.
• Forum 테이블에 항목을 업로드합니다.
• Thread 테이블에서 항목을 업로드하고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코드가 BatchWriteItem을 실행하여 배치 작업을 시작합니다.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1Name = "Forum";
string table2Name = "Thread";
var request = new BatchWriteItemRequest
{
RequestItems = new Dictionary<string, List<WriteRequest>>
{
{
table1Name, new List<WriteRequest>
{
new WriteRequest
{
PutRequest = new PutRequest
{
Item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S3 forum" } },
{ "Threads", new AttributeValue { N = "0" }}
}
}
}
}
} ,
{
table2Name, new List<WriteRequest>
{
new WriteRequest
{
PutRequest = new PutRequest
{
Item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S3 forum"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My sample question" } },
{ "Message", new AttributeValue { S = "Message Text." } },
{ "KeywordTags", new AttributeValue { SS = new List<string> { "Amazon S3",
"Bucket" } } }
}
}
},
new WriteRequest
{
DeleteRequest = new DeleteRequest
{
Key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Some forum 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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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Some subject" } }

}
};
response = client.BatchWriteItem(request);

사용 가능한 예제는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일괄 작업 (p. 414)를 참조하세요.

일괄 가져오기: 여러 항목 가져오기
BatchGetItem 메서드를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Note
단일 항목을 검색하려면 GetItem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하위 수준 AWS SDK for .NET API를 사용하여 다수의 항목을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BatchGetItem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다수의 항목을 가져오려면 테이블 이름과 기본 키 값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BatchGetItemRequest 객체를 입력하여 BatchGetItem 메서드를 실행합니
다.

4.

응답을 처리합니다. 처리하지 않은 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이 할당량에 이르
거나 일시적 오류가 발생하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Forum 및 Thread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항목 수는 Forum 테이블에서 2개, 그리고 Thread 테이블에서 3개입니
다. 따라서 이 요청에는 두 테이블의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코드를 보면 응답의 처리 방식을 알 수 있습니
다.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1Name = "Forum";
string table2Name = "Thread";
var request = new BatchGetItemRequest
{
RequestItems = new Dictionary<string, KeysAndAttributes>()
{
{ table1Name,
new KeysAndAttributes
{
Keys = new 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Name", new AttributeValue { S = "DynamoDB" }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S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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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table2Name,
new KeysAndAttributes
{
Keys = new 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DynamoDB"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DynamoDB Thread 1" }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DynamoDB"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DynamoDB Thread 2" }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S3"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S3 Thread 1" } }
}
}
}
}

};

var response = client.BatchGetItem(request);
// Check the response.
var result = response.BatchGetItemResult;
var responses = result.Responses; // The attribute list in the response.
var table1Results = responses[table1Name];
Console.WriteLine("Items in table {0}" + table1Name);
foreach (var item1 in table1Results.Items)
{
PrintItem(item1);
}
var table2Results = responses[table2Name];
Console.WriteLine("Items in table {1}" + table2Name);
foreach (var item2 in table2Results.Items)
{
PrintItem(item2);
}
// Any unprocessed keys? could happen if you exceed ProvisionedThroughput or some other
error.
Dictionary<string, KeysAndAttributes> unprocessedKeys = result.UnprocessedKeys;
foreach (KeyValuePair<string, KeysAndAttributes> pair in unprocessedKeys)
{
Console.WriteLine(pair.Key, pair.Value);
}

옵션 파라미터 지정
아래 C# 코드 예제에서와 같이 BatchGetItemRequest 객체를 사용하여 옵션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도 있
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Forum 테이블에서 두 개의 항목을 가져옵니다. 이 예제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라미터
는 다음과 같습니다.
• ProjectionExpression 파라미터는 가져올 속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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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1Name = "Forum";
var request = new BatchGetItemRequest
{
RequestItems = new Dictionary<string, KeysAndAttributes>()
{
{ table1Name,
new KeysAndAttributes
{
Keys = new 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Name", new AttributeValue { S = "DynamoDB" }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S3" } }
}
}
},
// Optional - name of an attribute to retrieve.
ProjectionExpression = "Title"
}
}
};
var response = client.BatchGetItem(request);

자세한 내용은 BatchGetItem을 참조하세요.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CRUD 작업
다음 C# 코드 예제는 Amazon DynamoDB 항목에 대한 CRUD 작업을 보여줍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항목
을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추가하고, 항목을 가져오고, 다수의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
로 항목을 삭제합니다.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의 단계를 따
랐다면 이미 ProductCatalog 테이블은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 테이블은 프로그래밍 방식
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NET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
드 (p. 1294)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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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Amazon.DynamoDBv2;
Amazon.DynamoDBv2.Model;
Amazon.Runtime;
Amazon.SecurityToken;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ItemCRUDExample
{
private static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CreateItem();
RetrieveItem();
// Perform various updates.
UpdateMultipleAttributes();
UpdateExistingAttributeConditionally();
// Delete item.
DeleteItem();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private static void CreateItem()
{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1000"
}},
{ "Title", new AttributeValue {
S = "Book 201 Title"
}},
{ "ISBN", new AttributeValue {
S = "11-11-11-11"
}},
{ "Authors", new AttributeValue {
SS = new List<string>{"Author1", "Author2" }
}},
{ "Price", new AttributeValue {
N = "20.00"
}},
{ "Dimensions", new AttributeValue {
S = "8.5x11.0x.75"
}},
{ "InPublication", new AttributeValue {
BOOL = fal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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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ient.PutItem(request);

private static void RetrieveItem()
{
var request = new Ge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1000"
} }
},
ProjectionExpression = "Id, ISBN, Title, Authors",
ConsistentRead = true
};
var response = client.GetItem(request);

}

// Check the response.
var attributeList = response.Item; // attribute list in the response.
Console.WriteLine("\nPrinting item after retrieving it ............");
PrintItem(attributeList);

private static void UpdateMultipleAttributes()
{
var 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
{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1000"
} }
},
// Perform the following updates:
// 1) Add two new authors to the list
// 1) Set a new attribute
// 2) Remove the ISBN attribute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
{"#A","Authors"},
{"#NA","NewAttribute"},
{"#I","ISBN"}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auth",new AttributeValue {
SS = {"Author YY", "Author ZZ"}
}},
{":new",new AttributeValue {
S = "New Value"
}}
},
UpdateExpression = "ADD #A :auth SET #NA = :new REMOVE #I",
TableName = tableName,
ReturnValues = "ALL_NEW" // Give me all attributes of the updated item.

};
var response = client.UpdateItem(request);

// Check the response.
var attributeList = response.Attributes; // attribute list in the response.
// print attribut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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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WriteLine("\nPrinting item after multiple attribute
update ............");
PrintItem(attributeList);
}
private static void UpdateExistingAttributeConditionally()
{
var 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
{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1000"
} }
},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
{"#P", "Price"}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newprice",new AttributeValue {
N = "22.00"
}},
{":currprice",new AttributeValue {
N = "20.00"
}}
},
// This updates price only if current price is 20.00.
UpdateExpression = "SET #P = :newprice",
ConditionExpression = "#P = :currprice",
TableName = tableName,
ReturnValues = "ALL_NEW" // Give me all attributes of the updated item.

};
var response = client.UpdateItem(request);

// Check the response.
var attributeList = response.Attributes; // attribute list in the response.
Console.WriteLine("\nPrinting item after updating price value
conditionally ............");
PrintItem(attributeList);
}
private static void DeleteItem()
{
var request = new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N = "1000"
} }
},

{
},
{

// Return the entire item as it appeared before the update.
ReturnValues = "ALL_OLD",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IP", "InPublication"}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npub",new AttributeValue {
BOOL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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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nditionExpression = "#IP = :inpub"

var response = client.DeleteItem(request);

}

// Check the response.
var attributeList = response.Attributes; // Attribute list in the response.
// Print item.
Console.WriteLine("\nPrinting item that was just deleted ............");
PrintItem(attributeList);

private static void PrintItem(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attributeList)
{
foreach (KeyValuePair<string, AttributeValue> kvp in attributeList)
{
string attributeName = kvp.Key;
AttributeValue value = kvp.Value;

+ "]") +
+ "]")

}

}

}

Console.WriteLine(
attributeName + " " +
(value.S == null ? "" : "S=[" + value.S + "]") +
(value.N == null ? "" : "N=[" + value.N + "]") +
(value.SS == null ? "" : "SS=[" + string.Join(",", value.SS.ToArray())
(value.NS == null ? "" : "NS=[" + string.Join(",", value.NS.ToArray())
);
}
Console.WriteLine("************************************************");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일괄 작업
주제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일괄 쓰기 작업 (p. 414)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일괄 가져오기 작업 (p. 417)
이번 단원에서는 배치 쓰기, 배치 가져오기 같이 Amazon DynamoDB에서 지원되는 배치 작업의 예제를 제
공합니다.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일괄 쓰기 작업
다음 C# 코드는 BatchWriteItem 메서드를 사용해 업로드 및 삭제 작업을 실행하는 예제입니다.
• 한 항목을 Forum 테이블에 업로드합니다.
• 한 항목을 Thread 테이블에서 업로드하고 삭제합니다.
일괄 쓰기 요청을 생성할 때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대해 업로드 및 삭제 요청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DynamoDB BatchWriteItem은 단일 배치 쓰기 작업에서 배치 쓰기 요청의 크기와 업로드 및
삭제 작업의 수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요청이 거부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데 충분한 처리량이 테이블에 할당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응
답 시 처리되지 않은 요청 항목이 반환됩니다.
다음은 응답을 확인하여 처리되지 않은 요청 항목의 유무를 점검하는 예제입니다. 미처리 요청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루프백이 발생하여 미처리 항목이 있는 BatchWriteItem 요청을 다시 보냅니다. DynamoD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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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의 단계를 따랐다면 이미 Forum 및 Thread 테이블은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 테이블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하여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AWS SDK for .NET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p. 1294)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Model;
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BatchWrite
{
private static string table1Name = "Forum";
private static string table2Name = "Thread";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TestBatchWrit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TestBatchWrite()
{
var request = new BatchWriteItemRequest
{
ReturnConsumedCapacity = "TOTAL",
RequestItems = new Dictionary<string, List<WriteRequest>>
{
{
table1Name, new List<WriteRequest>
{
new WriteRequest
{
PutRequest = new PutRequest
{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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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 key value

}

}

}

}

}

table2Name, new List<WriteRequest>
{
new WriteRequest
{
PutRequest = new PutRequest
{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S3 forum"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My sample question"
} },
{ "Message", new AttributeValue {
S = "Message Text."
} },
{ "KeywordTags", new AttributeValue {
SS = new List<string> { "S3", "Bucket" }
} }
}
}
},
new WriteRequest
{
// For the operation to delete an item, if you provide a
// that does not exist in the table, there is no error, it is

just a no-op.

}
};

}

{ "Name", new AttributeValue {
S = "S3 forum"
} },
{ "Threads", new AttributeValue {
N = "0"
}}

}

}

DeleteRequest = new DeleteRequest
{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Some partition key value"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Some sort key value"
} }
}
}

CallBatchWriteTillCompletion(request);

private static void CallBatchWriteTillCompletion(BatchWriteItemRequest request)
{
BatchWriteItemRespon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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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callCount = 0;
do
{
Console.WriteLine("Making request");
response = client.BatchWriteItem(request);
callCount++;
// Check the response.
var tableConsumedCapacities = response.ConsumedCapacity;
var unprocessed = response.UnprocessedItems;
Console.WriteLine("Per-table consumed capacity");
foreach (var tableConsumedCapacity in tableConsumedCapacities)
{
Console.WriteLine("{0} - {1}", tableConsumedCapacity.TableName,
tableConsumedCapacity.CapacityUnits);
}
Console.WriteLine("Unprocessed");
foreach (var unp in unprocessed)
{
Console.WriteLine("{0} - {1}", unp.Key, unp.Value.Count);
}
Console.WriteLine();
// For the next iteration, the request will have unprocessed items.
request.RequestItems = unprocessed;
} while (response.UnprocessedItems.Count > 0);

}

}

}

Console.WriteLine("Total # of batch write API calls made: {0}", callCount);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일괄 가져오기 작업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BatchGetItem 메서드를 사용해 Amazon DynamoDB의 Forum 및 Thread 테이
블에서 다수의 항목을 가져옵니다. BatchGetItemRequest는 테이블 이름을 비롯해 각 테이블의 기본 키
목록을 지정합니다. 이 예제는 가져온 항목을 출력하여 응답을 처리합니다.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의 단계를 따랐다면 이미 샘플 데
이터와 함께 이 테이블들이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 테이블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하
여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NET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
드 (p. 1294)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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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Collections.Generic;
Amazon.DynamoDBv2;
Amazon.DynamoDBv2.Model;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BatchGet
{
private static string table1Name = "Forum";
private static string table2Name = "Thread";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RetrieveMultipleItemsBatchGet();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private static void RetrieveMultipleItemsBatchGet()
{
var request = new BatchGetItemRequest
{
RequestItems = new Dictionary<string, KeysAndAttributes>()
{
{ table1Name,
new KeysAndAttributes
{
Keys = new 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DynamoDB"
}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S3"
} }
}
}
}},
{
table2Name,
new KeysAndAttributes
{
Keys = new 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DynamoDB"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DynamoDB Thread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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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DynamoDB"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DynamoDB Thread 2"
} }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ForumName",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S3"
}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S3 Thread 1"
} }
}

BatchGetItemResponse response;
do
{
Console.WriteLine("Making request");
response = client.BatchGetItem(request);
// Check the response.
var responses = response.Responses; // Attribute list in the response.
foreach (var tableResponse in responses)
{
var tableResults = tableResponse.Value;
Console.WriteLine("Items retrieved from table {0}", tableResponse.Key);
foreach (var item1 in tableResults)
{
PrintItem(item1);
}
}
// Any unprocessed keys? could happen if you exceed ProvisionedThroughput
or some other error.
Dictionary<string, KeysAndAttributes> unprocessedKeys =
response.UnprocessedKeys;
foreach (var unprocessedTableKeys in unprocessedKeys)
{
// Print table name.
Console.WriteLine(unprocessedTableKeys.Key);
// Print unprocessed primary keys.
foreach (var key in unprocessedTableKeys.Value.Keys)
{
PrintItem(key);
}
}

}

request.RequestItems = unprocessedKeys;
} while (response.UnprocessedKeys.Count > 0);

private static void PrintItem(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attributeList)
{
foreach (KeyValuePair<string, AttributeValue> kvp in attribute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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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string attributeName = kvp.Key;
AttributeValue value = kvp.Value;
Console.WriteLine(
attributeName + " " +
(value.S == null ? "" : "S=[" + value.S + "]") +
(value.N == null ? "" : "N=[" + value.N + "]") +
(value.SS == null ? "" : "SS=[" + string.Join(",", value.SS.ToArray())
(value.NS == null ? "" : "NS=[" + string.Join(",", value.NS.ToArray())

);
}
Console.WriteLine("************************************************");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이진 형식 속성 처리
다음 C# 코드는 이진수 형식 속성의 처리 방법을 나타낸 예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항목을 Reply 테이
블에 추가합니다. 추가된 항목에는 압축 데이터가 저장된 이진수 형식의 속성(ExtendedMessage)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항목을 가져와서 모든 속성 값을 출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에서는
GZipStream 클래스를 사용해 샘플 스트림을 압축하여 ExtendedMessage 속성에 할당한 다음 이후 속성
값을 출력할 때 압축을 풉니다.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의 단계를 따랐다면 이미 Reply 테이
블은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 테이블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AWS SDK for .NET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p. 1294)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IO;
using System.IO.Compression;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Model;
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ItemBinaryExample
{
private static string tableName = "Reply";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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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Reply table primary key.
string replyIdPartitionKey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string replyDateTimeSortKey = Convert.ToString(DateTime.UtcNow);
try
{

}

CreateItem(replyIdPartitionKey, replyDateTimeSortKey);
RetrieveItem(replyIdPartitionKey, replyDateTimeSortKey);
// Delete item.
DeleteItem(replyIdPartitionKey, replyDateTimeSortKey);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private static void CreateItem(string partitionKey, string sortKey)
{
MemoryStream compressedMessage = ToGzipMemoryStream("Some long extended message
to compress.");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S = partitionKey
}},
{ "ReplyDateTime", new AttributeValue {
S = sortKey
}},
{ "Subject", new AttributeValue {
S = "Binary type "
}},
{ "Message", new AttributeValue {
S = "Some message about the binary type"
}},
{ "ExtendedMessage", new AttributeValue {
B = compressedMessage
}}
}
};
client.PutItem(request);
}
private static void RetrieveItem(string partitionKey, string sortKey)
{
var request = new Ge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S = partitionKey
} },
{ "ReplyDateTime", new AttributeValue {
S = sortKey
} }
},
ConsistentRead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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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response = client.GetItem(request);
// Check the response.
var attributeList = response.Item; // attribute list in the response.
Console.WriteLine("\nPrinting item after retrieving it ............");
}

PrintItem(attributeList);

private static void DeleteItem(string partitionKey, string sortKey)
{
var request = new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Id", new AttributeValue {
S = partitionKey
} },
{ "ReplyDateTime", new AttributeValue {
S = sortKey
} }
}
};
var response = client.DeleteItem(request);
}
private static void PrintItem(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attributeList)
{
foreach (KeyValuePair<string, AttributeValue> kvp in attributeList)
{
string attributeName = kvp.Key;
AttributeValue value = kvp.Value;

+ "]") +
+ "]") +

}

true))

Console.WriteLine(
attributeName + " " +
(value.S == null ? "" : "S=[" + value.S + "]") +
(value.N == null ? "" : "N=[" + value.N + "]") +
(value.SS == null ? "" : "SS=[" + string.Join(",", value.SS.ToArray())
(value.NS == null ? "" : "NS=[" + string.Join(",", value.NS.ToArray())
(value.B == null ? "" : "B=[" + FromGzipMemoryStream(value.B) + "]")
);

}
Console.WriteLine("************************************************");

private static MemoryStream ToGzipMemoryStream(string value)
{
MemoryStream output = new MemoryStream();
using (GZipStream zipStream = new GZipStream(output, CompressionMode.Compress,

}

using (StreamWriter writer = new StreamWriter(zipStream))
{
writer.Write(value);
}
return output;

private static string FromGzipMemoryStream(MemoryStream stream)
{
using (GZipStream zipStream = new GZipStream(stream,
CompressionMode.Decompress))
using (StreamReader reader = new StreamReader(zipStream))
{

API 버전 2012-08-10
422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API

}

}

}

}

return reader.ReadToEnd();

항목 컬렉션 - DynamoDB에서 일대다 관계를 모델링하는 방법
DynamoDB에서 항목 컬렉션은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공유하는 항목 그룹으로, 항목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
미합니다. 항목 컬렉션은 DynamoDB에서 일대다 관계를 모델링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항목 컬렉션은
복합 기본 키 (p. 5)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Note
항목 컬렉션은 기본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항목 컬렉션이 인덱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컬 보조 인덱스의 항목 컬렉션 (p. 540) 단원을 참조하세
요.
세 명의 서로 다른 사용자와 게임 내 인벤토리를 보여 주는 다음 표를 살펴보십시오.

각 컬렉션의 일부 항목에 대해 정렬 키는 inventory::armor, inventory::weapon 또는 info와 같은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 구성된 연결입니다. 각 항목 컬렉션은 이러한 속성의 서로 다른 조
합을 정렬 키로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account1234에게는 inventory::weapons 항목이 있지만 사
용자 account1387에게는 없습니다(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 사용자 account1138은 정렬 키로 두 개의 항
목만 사용하고(아직 인벤토리가 없기 때문) 다른 사용자는 세 개를 사용합니다.
DynamoDB를 사용하면 이러한 항목 컬렉션에서 항목을 선택적으로 검색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용자의 모든 항목 검색
• 특정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항목만 검색
• 특정 사용자에 속하는 특정 유형의 모든 항목 검색

항목 컬렉션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여 쿼리 속도 향상
이 예제에서 이 세 항목 컬렉션의 각 항목은 게임 및 플레이어의 액세스 패턴을 기반으로 선택한 플레이어와
데이터 모델을 나타냅니다. 게임에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언제 필요합니까? 얼마나 자주 필요합니
까? 이렇게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러한 데이터 모델링 결정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무기 인벤토리와 갑옷 인벤토리에 대해 서로 다른 페이지가 플레이어에게 표시됩니다. 플레
이어가 인벤토리를 열면 무기가 먼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가 매우 빠르게 로드된 다음에 후속 인벤토리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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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가 로드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플레이어가 게임 내 항목을 점점 더 많이 획득함에 따라 이러한 각 항목
유형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각 인벤토리 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의 플레이어 항목 컬렉션에 있는 자체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Query 작업을 통해 항목 컬렉션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제
• DynamoDB의 쿼리 작업 (p. 424)

DynamoDB의 쿼리 작업
Amazon DynamoDB에서 Query 작업은 기본 키 값을 기반으로 항목을 찾습니다.
파티션 키 속성의 이름과 해당 속성의 단일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Query는 해당 파티션 키 값을 갖는 모든
항목을 반환합니다. 선택에 따라 정렬 키 속성을 제공하고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요청 구문, 응답 파라미터 및 추가 예제와 같은 Query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의 쿼리를 참조하세요.
주제
• 쿼리에 대한 키 조건 표현식 (p. 424)
• 쿼리에 대한 필터 표현식 (p. 426)
• 결과 세트의 항목 수 제한 (p. 427)
• 테이블 쿼리 결과 페이지 매김 (p. 427)
• 결과 내 항목 수 계산 (p. 428)
• 쿼리에서 사용된 용량 단위 (p. 428)
• 쿼리에 대한 읽기 정합성 (p. 429)
• 테이블 및 인덱스 쿼리: Java (p. 429)
• 테이블 및 인덱스 쿼리: .NET (p. 434)

쿼리에 대한 키 조건 표현식
검색 기준을 지정하려면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서 읽을 항목을 결정하는 문자열인 키 조건 표현식을 사용합니
다.
파티션 키 이름 및 값은 등식 조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키 조건 표현식에는 키가 아닌 속성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정렬 키의 두 번째 조건(있는 경우)은 옵션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 정렬 키 조건은 다음 중 한 가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 a = b - 속성 a가 값 b와 같은 경우 true
• a < b - a가 b보다 작은 경우 true
• a <= b -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true
• a > b - a가 b보다 큰 경우 true
• a >= b -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true
• a BETWEEN b AND c - a가 b보다 크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true
다음 함수도 지원됩니다.
• begins_with (a, substr) - a 속성 값이 특정 하위 문자열로 시작하는 경우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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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예제는 키 조건 표현식의 사용을 보여 줍니다. 이 표현식들
은 실제 값이 아닌 자리 표시자(:name 및 :sub)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
름 (p. 355) 및 표현식 속성 값 (p. 357)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Thread 테이블에 대한 쿼리를 실행하여 특정 ForumName(파티션 키)을 찾습니다. 쿼리 결과에 따라
ForumName 값을 갖는 항목을 모두 읽어옵니다. 정렬 키(Subject)가 KeyConditionExpression에 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Thread \
--key-condition-expression "ForumName = :name" \
--expression-attribute-values '{":name":{"S":"Amazon DynamoDB"}}'

Example
Thread 테이블에 대한 쿼리를 실행하여 특정 ForumName(파티션 키)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Subject(정렬 키)를 갖는 항목만 반환됩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Thread \
--key-condition-expression "ForumName = :name and Subject = :sub"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name":{"S":"Amazon DynamoDB"},
":sub":{"S":"DynamoDB Thread 1"}

Example
Reply 테이블에 대해 쿼리를 실행하여 특정 Id(파티션 키)를 찾습니다. 하지만 ReplyDateTime(정렬 키)
이 몇 가지 문자로 시작되는 항목만 반환됩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Reply \
--key-condition-expression "Id = :id and begins_with(ReplyDateTime, :dt)"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id":{"S":"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dt":{"S":"2015-09"}

키 조건 표현식에서는 첫 번째 문자가 a-z 또는 A-Z이고 나머지 문자(두 번째 문자부터 시작, 있는 경우)가
a-z, A-Z 또는 0-9인 경우에 한해 속성 이름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성 이름이 DynamoDB
예약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약어 전체 목록은 DynamoDB의 예약어 (p. 1332) 단원을 참조하세요.) 속
성 이름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표현식 속성 이름을 자리 표시자로 정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는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p. 355)을 참조하십시오.
일정한 파티션 키 값을 갖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DynamoDB가 정렬 키 값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렬하
여 모두 함께 저장합니다. Query 작업을 할 때는 DynamoDB는 정렬된 순서대로 항목을 가져온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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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Expression과 모든 KeyConditionExpression(있는 경우)을 사용해 항목을 처리합니다. 그러
면 클라이언트에게는 Query 결과만 다시 보내집니다.
Query 작업은 항상 결과 집합을 반환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면 결과 집합은 비어 있습니다.
Query 결과는 항상 정렬 키 값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정렬 키의 데이터 형식이 Number이면 결과가 숫자
순서대로 반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UTF-8 바이트 순서로 반환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렬 순서는 오
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을 역순으로 바꾸려면 ScanIndexForward 파라미터를 false로 설정하면 됩니다.
단일 Query 작업은 최대 1MB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 제한은 FilterExpression 또
는 ProjectionExpression이 결과에 반영되기 전에 적용됩니다. 응답에 LastEvaluatedKey가 존재하
고 null이 아니라면 결과 집합을 페이지 매김해야 합니다(테이블 쿼리 결과 페이지 매김 (p. 427) 참조).

쿼리에 대한 필터 표현식
Query 결과를 한층 더 좁혀야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필터 표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터 표현식은
Query 결과 내에서 어떤 항목을 반환할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모든 결과는 폐기됩니다.
필터 표현식은 Query이 완료된 후 결과가 반환되기 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터 표현식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Query은 동일한 양의 읽기 용량을 사용합니다.
Query 작업은 최대 1MB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필터 표현식이 평가되기 전에 적용됩니
다.
필터 표현식에는 파티션 키 또는 정렬 키 속성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필터 표현식이 아닌 키 조건 표현식에
있는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터 표현식의 구문은 키 조건 표현식의 구문과 유사합니다. 필터 표현식에는 키 조건 표현식과 동일한 비
교기, 함수 및 논리적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 표현식에는 같지 않음 연산자(<>), OR 연산
자, CONTAINS 연산자, IN 연산자, BEGINS_WITH 연산자, BETWEEN 연산자, EXISTS 연산자 및 SIZE 연산
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에 대한 키 조건 표현식 (p. 424) 및 필터 및 조건 표현식 구
문 (p. 36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다음 AWS CLI 예제에서는 Thread 테이블에 대해 쿼리를 실행하여 특정 ForumName(파티션 키)과
Subject(정렬 키)를 찾아봅니다. 찾은 항목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론 스레드가 반환됩니다. 즉, 일정 수
이상의 Views가 있는 스레드만 반환됩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Thread \
--key-condition-expression "ForumName = :fn and Subject = :sub" \
--filter-expression "#v >= :num" \
--expression-attribute-names '{"#v": "Views"}' \
--expression-attribute-values file://values.json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인수는 values.json 파일에 저장됩니다.
{

}

":fn":{"S":"Amazon DynamoDB"},
":sub":{"S":"DynamoDB Thread 1"},
":num":{"N":"3"}

Views는 DynamoDB에서 예약어이므로(DynamoDB의 예약어 (p. 1332) 참조) 이 예제에서는 #v를 자리 표
시자로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p. 355)을 참조하십시오.

Note
필터 표현식은 Query 결과 집합에서 항목을 제거합니다. 많은 수의 항목을 반환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해당 항목 중 대부분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Query를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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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세트의 항목 수 제한
Query 작업을 사용하여 읽는 항목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Limit 파라미터를 원하는 최대
항목 수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Limit 값이 6이고 필터 표현식이 없는 상태에서 테이블을 Query한다고 가정합니다. Query 결과
에는 테이블에서 요청의 키 조건 표현식과 일치하는 처음 6개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제 필터 표현식을 Query에 추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DynamoDB는 최대 6개의 항목을 읽은 다음
필터 표현식과 일치하는 항목만 반환합니다. DynamoDB에서 더 많은 항목을 계속 읽은 경우 필터 표현식과
일치하는 항목이 더 많더라도 최종 Query 결과에는 여섯 개 이하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테이블 쿼리 결과 페이지 매김
DynamoDB는 Query 작업 결과의 페이지를 매깁니다. 페이지를 매기면 Query 결과는 크기가 1MB 이하인
데이터 ‘페이지’로 분리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결과의 첫 번째 페이지를 처리한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처
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일 Query는 1MB 크기 한도 내에 맞는 결과 집합만 반환합니다. 추가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
를 한번에 한 페이지에 가져오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하위 수준 Query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결과가 LastEvaluatedKey 요소를 포함하고 null이 아닌 경우 2단계로 계속합니다.
• 결과에 LastEvaluatedKey가 없는 경우 더 이상 가져올 항목이 없습니다.
2. 이전과 동일한 파라미터를 이용해 새로운 Query 요청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단계에서
LastEvaluatedKey 값을 가져와서 새로운 Query 요청의 ExclusiveStartKey 파라미터로 사용합니
다.
3. 새로운 Query 요청을 실행합니다.
4. 1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Query 응답의 LastEvaluatedKey를 다음 Query 요청에 대한 ExclusiveStartKey로 사
용해야 합니다. Query 응답에 LastEvaluatedKey 요소가 없는 경우 결과의 최종 페이지를 검색한 것입니
다. LastEvaluatedKey가 비어 있지 않는 경우 결과 집합에 데이터가 더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집합의 마지막 페이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LastEvaluatedKey가 비어 있을 때입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이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AWS CLI는 LastEvaluatedKey가 결과에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하위 수준 Query 요청을 DynamoDB에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특정 연도의 영화 제목을 검색하는 다
음 AWS CLI 예제를 살펴보세요.
aws dynamodb query --table-name Movies \
--projection-expression "title" \
--key-condition-expression "#y = :yyyy" \
--expression-attribute-names '{"#y":"year"}' \
--expression-attribute-values '{":yyyy":{"N":"1993"}}' \
--page-size 5 \
--debug

일반적으로 AWS CLI에서는 페이지 매김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 예제에서는 AWS CLI --pagesize 파라미터가 페이지당 항목 수를 제한합니다. --debug 파라미터는 요청 및 응답에 대한 하위 수준 정
보를 출력합니다.
예제를 실행하면 DynamoDB의 첫 응답이 다음과 유사합니다.
2017-07-07 11:13:15,603 - MainThread - botocore.parsers - DEBUG - Response body:
b'{"Count":5,"Items":[{"title":{"S":"A Bronx Tale"}},
{"title":{"S":"A Perfect World"}},{"title":{"S":"Addams Family Values"}},
{"title":{"S":"Alive"}},{"title":{"S":"Benny & Joon"}}],
"LastEvaluatedKey":{"year":{"N":"1993"},"title":{"S":"Benny &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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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edCount":5}'

응답의 LastEvaluatedKey는 가져온 항목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AWS CLI는 DynamoDB에
다른 Query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과 응답 패턴은 마지막 응답이 반환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2017-07-07 11:13:16,291 - MainThread - botocore.parsers - DEBUG - Response body:
b'{"Count":1,"Items":[{"title":{"S":"What\'s Eating Gilbert Grape"}}],"ScannedCount":1}'

LastEvaluatedKey가 없으면 가져올 항목이 더 이상 없음을 나타냅니다.

Note
AWS SDK는 하위 수준 DynamoDB 응답(LastEvaluatedKey의 유무 포함)을 처리하여 Query
결과 페이지 매김에 대해 다양한 추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SDK for Java 문서 인터페이스는
java.util.Iterator 지원을 제공하므로 한 번에 하나씩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 예제를 보려면 Amazon DynamoDB 시작 안내서 및 해당 언어의
AWS SDK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Query 작업의 Limit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결과 세트의 항목 수를 제한하여 페이지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
니다.
DynamoDB를 사용한 쿼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쿼리 작업 (p. 424) 단원을 참조하세
요.

결과 내 항목 수 계산
Query 응답에는 기준과 일치하는 항목 외에도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 ScannedCount - 필터 표현식(있는 경우)을 적용하기 전에 키 조건 표현식과 일치한 항목 수입니다.
• Count - 필터 표현식(있는 경우)을 적용한 후에 남아 있는 항목 수입니다.

Note
필터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ScannedCount와 Count는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Query 결과 집합의 크기가 1MB보다 크면 ScannedCount와 Count는 총 항목 수의 일부만 표시합니다. 모
든 결과를 검색하려면 여러 Query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테이블 쿼리 결과 페이지 매김 (p. 427) 참조).
각 Query 응답에는 해당하는 특정 Query 요청에 따라 처리된 항목의 ScannedCount와 Count가 포함됩니
다. 모든 Query 요청의 총계를 얻으려면 ScannedCount와 Count의 누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서 사용된 용량 단위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가 있는 경우 모든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를 Query할 수 있습니다.
Query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다음을 Query하는 경우...

DynamoDB는 다음에서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
다...

표

테이블의 할당된 읽기 용량.

글로벌 보조 인덱스

인덱스의 할당된 읽기 용량.

로컬 보조 인덱스

기본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기본적으로, Query 작업은 얼마나 많은 읽기 용량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Query 요청에서 ReturnConsumedCapacity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turnConsumedCapacity에 대한 유효한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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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 사용된 용량 데이터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기본값입니다.)
• TOTAL -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집계 수가 응답에 포함됩니다.
• INDEXES - 액세스한 각 테이블 및 인덱스에 사용된 용량과 함께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집계 수가 응답
에 표시됩니다.
DynamoDB는 애플리케이션에 반환되는 데이터 양이 아닌 항목 크기를 기준으로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수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속성을 요청하든(기본 동작) 또는 일부 속성만 요청하든(프로젝션 표
현식 사용) 상관없이 사용된 용량 단위의 수는 동일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필터 표현식 사용 여부에 관계없
이 동일합니다. Query에서는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각 파티션에 대해 최소 읽기 용량 단위(기본값인
최종 일관성: 0.5, 강력 일관성: 1.0)를 소비합니다. 여기에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파티션이 포함됩니다.

쿼리에 대한 읽기 정합성
기본적으로 Query 작업은 최종적 일관된 읽기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최근 완료된 PutItem 또는
UpdateItem 작업으로 인해 Query 결과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읽기 정
합성 (p. 15)을 참조하십시오.
강력한 일관된 읽기가 필요한 경우 Query 요청에서 ConsistentRead 매개 변수를 true로 설정합니다.

테이블 및 인덱스 쿼리: Java
Query 작업을 사용하면 Amazon DynamoDB에서 테이블이나 보조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
값과 등식 조건을 입력해야 합니다.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정렬 키가 있는 경우 정렬 키 값과 조건을 제공하
여 결과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Note
또한 AWS SDK for Java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DynamoDB 테이블로 클라이언트
측 클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작성해야 할 코드가 줄어듭니다. 자
세한 정보는 Java: DynamoDBMapper (p. 168)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항목을 검색하는 단계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할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3.

Table 인스턴스의 query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선택적 쿼리 파라미터와 함께 검색할 항목의 파티션 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응답에는 쿼리에서 반환한 모든 항목을 제공하는 ItemCollection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작업을 실행하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이 예에서는 포럼 스레드에 대한 댓글을 저장
하는 Reply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을 참조하십시오.
Reply ( Id, ReplyDateTime, ... )
각 포럼 스레드에는 고유 ID가 있으며 회신 수는 0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ply 테이블의 Id 속성은
포럼 이름과 포럼 주제 모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d(파티션 키)와 ReplyDateTime(정렬 키)는 테이블에
대한 복합 기본 키를 구성합니다.
다음 쿼리에서는 특정 스레드 주제에 대한 모든 회신을 검색합니다. 이 쿼리를 실행하려면 테이블 이름과
Subject 값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
.withRegion(Regions.US_WEST_2).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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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able = dynamoDB.getTable("Reply");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
.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_id")
.withValueMap(new ValueMap()
.withString(":v_id",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Item item = null;
while (iterator.hasNext()) {
item = iterator.next();
System.out.println(item.toJSONPretty());
}

옵션 파라미터 지정
query 메서드는 여러 가지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을 지정하여 이전 쿼리의 결
과를 필요에 따라 좁혀 지난 2주 간의 회신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정렬 키 조건이라고 합니다.
DynamoDB는 기본 키의 정렬 키에 대해 지정하는 쿼리 조건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적 파라미터
를 지정하여 쿼리 결과의 항목에서 특정 속성 목록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지난 15일간 게시된 포럼 스레드 댓글을 검색합니다. 이 예제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
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KeyConditionExpression - 특정 토론 포럼의 댓글(파티션 키)과 해당 항목 집합 내에서 지난 15일 이
내에 게시된 댓글(정렬 키)을 검색합니다.
• FilterExpression - 특정 사용자의 회신만 반환합니다. 이 필터는 쿼리가 처리된 이후 결과가 사용자에
게 반환되기 이전에 적용됩니다.
• ValueMap - KeyConditionExpression 자리 표시자에 대한 실제 값을 정의합니다.
• ConsistentRead true 설정 -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를 요청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모든 하위 수준 QuerySpec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Query 객체를 사
용합니다.

Example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Reply");
long twoWeeksAgoMilli = (new Date()).getTime() - (15L*24L*60L*60L*1000L);
Date twoWeeksAgo = new Date();
twoWeeksAgo.setTime(twoWeeksAgoMilli);
SimpleDateFormat df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String twoWeeksAgoStr = df.format(twoWeeksAgo);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
.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_id and ReplyDateTime > :v_reply_dt_tm")
.withFilterExpression("PostedBy = :v_posted_by")
.withValueMap(new ValueMap()
.withString(":v_id",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withString(":v_reply_dt_tm", twoWeeksAgoStr)
.withString(":v_posted_by", "User B"))
.withConsistentRead(true);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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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택적으로 withMaxPageSize 메서드를 사용하여 페이지당 항목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query 메
서드를 호출하면 결과 항목을 포함하는 ItemCollection을 가져옵니다. 결과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더 이
상 페이지가 없을 때까지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처리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쿼리 사양을 수정합니다. 이번에는 쿼리 사양에서
withMaxPageSize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Page 클래스는 코드가 각 페이지의 항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반
복자를 제공합니다.

Example
spec.withMaxPageSize(10);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 Process each page of results
int pageNum = 0;
for (Page<Item, QueryOutcome> page : items.pages()) {
System.out.println("\nPage: " + ++pageNum);

}

// Process each item on the current page
Iterator<Item> item = page.iterator();
while (item.hasNext()) {
System.out.println(item.next().toJSONPretty());
}

예 - Java를 사용하여 쿼리
다음 테이블에는 포럼 모음에 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을 참조하십시오.

Note
또한 SDK for Java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DynamoDB 테이블로 클라이언트 측 클
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작성해야 할 코드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Java: DynamoDBMapper (p. 168)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Forum ( Name, ... )
Thread ( ForumName, Subject, Message, LastPostedBy, LastPostDateTime, ...)
Reply ( Id, ReplyDateTime, Message, PostedBy, ...)

이 예제에서는 포럼 "DynamoDB"의 "DynamoDB Thread 1" 스레드에 대한 회신 검색의 변형 작업을 실행합
니다.
• 스레드에 대한 회신을 찾습니다.
• 결과 페이지당 항목 수에 대한 제한을 지정하여 스레드에 대한 회신을 찾습니다. 결과 세트의 항목 수가 페
이지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첫 페이지 결과만 가져옵니다. 이 코딩 패턴에서는 코드가 쿼리 결과의 모든 페
이지를 처리합니다.
• 지난 15일 간에 해당하는 회신을 찾습니다.
• 특정 날짜 범위에 해당하는 회신을 찾습니다.
앞서 다룬 두 쿼리 모두 정렬 키 조건을 지정하여 쿼리 결과를 좁히고 여러 선택적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하
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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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아래 코드 예제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지
침에 따라 이미 계정의 DynamoDB에 데이터를 로드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java.text.SimpleDateFormat;
import java.util.Date;
import java.util.Iterator;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Coll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Pag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Query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QuerySpec;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utils.ValueMap;

public class DocumentAPIQuery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atic String tableName = "Reply";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String forumName = "Amazon DynamoDB";
String threadSubject = "DynamoDB Thread 1";

}

findRepliesForAThread(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ForAThreadSpecifyOptionalLimit(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UsingAFilterExpression(forumName, threadSubject);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ForAThread(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_id")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id", replyId));

API 버전 2012-08-10
432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API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System.out.println("\nfindRepliesForAThread results:");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ForAThreadSpecifyOptionalLimit(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_id")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id", replyId)).withMaxPageSize(1);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System.out.println("\nfindRepliesForAThreadSpecifyOptionalLimit results:");
// Process each page of results
int pageNum = 0;
for (Page<Item, QueryOutcome> page : items.pages()) {
System.out.println("\nPage: " + ++pageNum);

}

}

// Process each item on the current page
Iterator<Item> item = page.iterator();
while (item.hasNext()) {
System.out.println(item.next().toJSONPretty());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long twoWeeksAgoMilli = (new Date()).getTime() - (15L * 24L * 60L * 60L * 1000L);
Date twoWeeksAgo = new Date();
twoWeeksAgo.setTime(twoWeeksAgoMilli);
SimpleDateFormat df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String twoWeeksAgoStr = df.format(twoWeeksAgo);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withProjectionExpression("Message, ReplyDateTime,
PostedBy")
.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_id and ReplyDateTime <= :v_reply_dt_tm")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id",
replyId).withString(":v_reply_dt_tm", twoWeeksAgoStr));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System.out.println("\n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 results:");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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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long startDateMilli = (new Date()).getTime() - (15L * 24L * 60L * 60L * 1000L);
long endDateMilli = (new Date()).getTime() - (5L * 24L * 60L * 60L * 1000L);
java.text.SimpleDateFormat df = new java.text.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String startDate = df.format(startDateMilli);
String endDate = df.format(endDateMilli);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withProjectionExpression("Message, ReplyDateTime,
PostedBy")
.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_id and ReplyDateTime between :v_start_dt
and :v_end_dt")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id",
replyId).withString(":v_start_dt", startDate)
.withString(":v_end_dt", endDate));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

System.out.println("\n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 results:");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UsingAFilterExpression(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withProjectionExpression("Message, ReplyDateTime,
PostedBy")
.withKeyConditionExpression("Id = :v_id").withFilterExpression("PostedBy
= :v_postedby")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id",
replyId).withString(":v_postedby", "User B"));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

System.out.println("\nfindRepliesUsingAFilterExpression results:");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

테이블 및 인덱스 쿼리: .NET
Query 작업을 사용하면 Amazon DynamoDB에서 테이블이나 보조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
값과 등식 조건을 입력해야 합니다.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정렬 키가 있는 경우 정렬 키 값과 조건을 제공하
여 결과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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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하위 수준 AWS SDK for .NET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QueryReques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쿼리 작업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3.

Query 메서드를 실행하고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QueryRequest 객체를 입력합니다.
응답에는 쿼리에서 반환한 모든 항목을 제공하는 QueryResult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작업을 실행하는 C# 코드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 포럼 스레드에 대한 댓글을 저장하
는 Reply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
이터 로드 (p. 266)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Reply Id, ReplyDateTime, ... )

각 포럼 스레드에는 고유 ID가 있으며 회신 수는 0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키도 Id(파티션 키)와
ReplyDateTime(정렬 키),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다음 쿼리에서는 특정 스레드 주제에 대한 모든 회신을 검색합니다. 이 쿼리를 실행하려면 테이블 이름과
Subject 값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var 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Reply",
KeyConditionExpression = "Id = :v_Id",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Id",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
};
var response = client.Query(request);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 Process the result.
PrintItem(item);
}

옵션 파라미터 지정
Query 메서드는 여러 가지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을 지정하여 이전 쿼리의 쿼리
결과를 필요에 따라 좁혀 과거 2주간의 회신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정렬 키 조건이라고 합니다.
DynamoDB에서 기본 키의 정렬 키에 대해 지정하는 쿼리 조건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적 파라미
터를 지정하여 쿼리 결과의 항목에서 특정 속성 목록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를 참조하세
요.
다음 C# 코드 예제는 지난 15일간 게시된 포럼 스레드 댓글을 검색합니다. 이 예제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라
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KeyConditionExpression은 과거 15일간의 응답만 가져옵니다.
• ProjectionExpression 파라미터는 속성 목록을 지정하여 쿼리 결과의 항목을 가져옵니다.
• ConsistentRead 파라미터는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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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DateTime twoWeeksAgo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15);
string twoWeeksAgoString = twoWeeksAgoDate.ToString(AWSSDKUtils.ISO8601DateFormat);
var 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Reply",
KeyConditionExpression = "Id = :v_Id and ReplyDateTime > :v_twoWeeksAgo",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Id",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
{":v_twoWeeksAgo", new AttributeValue { S = twoWeeksAgoString }}
},
ProjectionExpression = "Subject, ReplyDateTime, PostedBy",
ConsistentRead = true
};
var response = client.Query(request);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 Process the result.
PrintItem(item);
}

또한 필요할 경우 옵션으로 Limit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페이지 크기 또는 페이지당 항목 수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Query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지정된 수의 항목이 있는 1페이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 페이
지를 가져오려면 이전 페이지의 마지막 항목의 기본 키 값을 제공하여 Query 메서드가 다음 항목 집합을 반
환할 수 있도록 이 메서드를 다시 실행합니다. ExclusiveStartKey 속성을 설정하여 요청 시 이 정보를 제
공합니다. 이 속성의 초기 값은 null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이어 다음 페이지까지 가져오려면 이 속성 값을 이전
페이지에서 마지막 항목의 기본 키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 C# 예제는 Reply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요청에서 옵션으로 Limit 및 ExclusiveStartKey 파라미
터를 지정합니다. do/while 루프는 LastEvaluatedKey가 null 값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한 페이지를
스캔합니다.

Example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lastKeyEvaluated = null;
do
{

var 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Reply",
KeyConditionExpression = "Id = :v_Id",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Id", new AttributeValue { S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
},

};

// Optional parameters.
Limit = 1,
ExclusiveStartKey = lastKeyEvaluated

var response = client.Query(request);
// Process the query result.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PrintItem(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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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KeyEvaluated = response.LastEvaluatedKey;
} while (lastKeyEvaluated != null && lastKeyEvaluated.Count != 0);

예 - AWS SDK for .NET을 사용하여 쿼리
다음 테이블에는 포럼 모음에 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Forum ( Name, ... )
Thread ( ForumName, Subject, Message, LastPostedBy, LastPostDateTime, ...)
Reply ( Id, ReplyDateTime, Message, PostedBy, ...)

이 예제에서는 포럼 "DynamoDB"의 "DynamoDB Thread 1" 스레드에 대한 회신 검색의 변형 작업을 실행합
니다.
• 스레드에 대한 회신을 찾습니다.
• 스레드에 대한 회신을 찾습니다. Limit 쿼리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페이지 크기를 설정합니다.
이 함수는 페이지 매김을 사용한 여러 페이지 결과 처리를 보여 줍니다. DynamoDB에는 페이지 크기 제한
이 있으며 결과가 페이지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 첫 페이지 결과만 가져옵니다. 이 코딩 패턴에서는 코드가
쿼리 결과의 모든 페이지를 처리합니다.
• 지난 15일 간에 해당하는 회신을 찾습니다.
• 특정 날짜 범위에 해당하는 회신을 찾습니다.
앞서 다룬 두 쿼리 모두 정렬 키 조건을 지정하여 쿼리 결과를 좁히고 여러 선택적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하
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Model;
using Amazon.Runtime;
using Amazon.Util;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Query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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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 Query a specific forum and thread.
string forumName = "Amazon DynamoDB";
string threadSubject = "DynamoDB Thread 1";
FindRepliesForAThread(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ForAThreadSpecifyOptionalLimit(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forumName, threadSubject);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forumName, threadSubject);
Console.WriteLine("Example complete. 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Console.ReadLin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Console.ReadLin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Console.ReadLine(); }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Console.WriteLine("*** Executing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 ***");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 You must provide date value based on your test data.
DateTime start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21);
string start = startDate.ToString(AWSSDKUtils.ISO8601DateFormat);
// You provide date value based on your test data.
DateTime end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5);
string end = endDate.ToString(AWSSDKUtils.ISO8601DateFormat);
var 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Reply",
ReturnConsumedCapacity = "TOTAL",
KeyConditionExpression = "Id = :v_replyId and ReplyDateTime
between :v_start and :v_end",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replyId", new AttributeValue {
S = replyId
}},
{":v_start", new AttributeValue {
S = start
}},
{":v_end", new AttributeValue {
S = end
}}
}
};
var response = client.Query(request);
Console.WriteLine("\nNo. of reads used (by query in
FindRepliesPostedWithinTimePeriod) {0}",
response.ConsumedCapacity.CapacityUnits);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PrintItem(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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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Console.WriteLine("*** Executing 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 ***");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DateTime twoWeeksAgoDate = DateTime.UtcNow - TimeSpan.FromDays(15);
string twoWeeksAgoString =
twoWeeksAgoDate.ToString(AWSSDKUtils.ISO8601DateFormat);
var 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Reply",
ReturnConsumedCapacity = "TOTAL",
KeyConditionExpression = "Id = :v_replyId and ReplyDateTime > :v_interval",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replyId", new AttributeValue {
S = replyId
}},
{":v_interval", new AttributeValue {
S = twoWeeksAgoString
}}
},

};

// Optional parameter.
ProjectionExpression = "Id, ReplyDateTime, PostedBy",
// Optional parameter.
ConsistentRead = true

var response = client.Query(request);
Console.WriteLine("No. of reads used (by query in
FindRepliesInLast15DaysWithConfig) {0}",
response.ConsumedCapacity.CapacityUnits);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PrintItem(item);
}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ForAThreadSpecifyOptionalLimit(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Console.WriteLine("*** Executing FindRepliesForAThreadSpecifyOptionalLimit()
***");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lastKeyEvaluated = null;
do
{
var 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Reply",
ReturnConsumedCapacity = "TOTAL",
KeyConditionExpression = "Id = :v_replyId",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replyId", new AttributeValue {
S = repl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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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is smaller.
};

}}
Limit = 2, // The Reply table has only a few sample items. So the page
ExclusiveStartKey = lastKeyEvaluated

var response = client.Query(request);
Console.WriteLine("No. of reads used (by query in
FindRepliesForAThreadSpecifyLimit) {0}\n",
response.ConsumedCapacity.CapacityUnits);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PrintItem(item);
}
lastKeyEvaluated = response.LastEvaluatedKey;
} while (lastKeyEvaluated != null && lastKeyEvaluated.Count != 0);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FindRepliesForAThread(string forumName, string threadSubject)
{
Console.WriteLine("*** Executing FindRepliesForAThread() ***");
string replyId = forumName + "#" + threadSubject;
var 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Reply",
ReturnConsumedCapacity = "TOTAL",
KeyConditionExpression = "Id = :v_replyId",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replyId", new AttributeValue {
S = replyId
}}
}
};
var response = client.Query(request);
Console.WriteLine("No. of reads used (by query in FindRepliesForAThread)

{0}\n",

}

response.ConsumedCapacity.CapacityUnits);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PrintItem(item);
}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PrintItem(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attributeList)
{
foreach (KeyValuePair<string, AttributeValue> kvp in attributeList)
{
string attributeName = kvp.Key;
AttributeValue value = kvp.Value;
Console.WriteLine(
attributeName + " " +
(value.S == null ? "" : "S=[" + value.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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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N == null ? "" : "N=[" + value.N + "]") +
(value.SS == null ? "" : "SS=[" + string.Join(",", value.SS.ToArray())

+ "]") +
+ "]")

}

}

}

(value.NS == null ? "" : "NS=[" + string.Join(",", value.NS.ToArray())
);
}
Console.WriteLine("************************************************");

DynamoDB에서 스캔 작업
Amazon DynamoDB의 Scan 작업은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의 모든 항목을 읽어옵니다. 기본적으로
Scan 작업은 테이블이나 인덱스에 속한 항목의 데이터 속성을 모두 반환합니다. 하지만 Scan 작업에서
ProjectionExpression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모두가 아닌 일부 속성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Scan은 항상 결과 집합을 반환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다면 결과 집합은 비어 있습니다.
단일 Scan 요청으로 최대 1MB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DynamoDB가 이 데이터에 필
터 표현식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반환되기 전에 결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주제
• 스캔에 대한 필터 표현식 (p. 441)
• 결과 세트의 항목 수 제한 (p. 442)
• 결과 페이지 매김 (p. 442)
• 결과 내 항목 수 계산 (p. 443)
• 스캔에서 사용된 용량 단위 (p. 443)
• 스캔에 대한 읽기 정합성 (p. 444)
• 병렬 스캔 (p. 444)
• 테이블 및 인덱스 스캔: Java (p. 446)
• 테이블 및 인덱스 스캔: .NET (p. 453)

스캔에 대한 필터 표현식
Scan 결과를 한층 더 좁혀야 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필터 표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터 표현식은 Scan
결과 내에서 어떤 항목을 반환할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모든 결과는 폐기됩니다.
필터 표현식은 Scan이 완료된 후 결과가 반환되기 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터 표현식이 있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Scan은 동일한 양의 읽기 용량을 사용합니다.
Scan 작업은 최대 1MB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필터 표현식이 평가되기 전에 적용됩니
다.
Scan을 사용하면 필터 표현식에 파티션 키와 정렬 키 속성을 포함하여 모든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 표현식의 구분은 조건 표현식의 구문과 같습니다. 필터 표현식은 동일한 비교기, 함수 및 논리적 연산자
를 조건 표현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건 표현식 (p. 358)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mple
다음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예제에서는 Thread 테이블을 스캔하여 특정 사용자가 마지
막으로 게시한 항목만 반환합니다.
aws dynamodb s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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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Thread \
--filter-expression "LastPostedBy = :name" \
--expression-attribute-values '{":name":{"S":"User A"}}'

결과 세트의 항목 수 제한
Scan 작업을 사용하여 결과에 반환되는 항목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터 표현식 평가 전
에 Limit 파라미터를 Scan 작업에서 반환할 최대 항목 수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Limit 값이 6이고 필터 표현식이 없는 상태에서 테이블을 Scan한다고 가정합니다. Scan 결과에
테이블의 처음 6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제 필터 표현식을 Scan에 추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DynamoDB는 반환된 6개 항목에 필터 표현식
을 적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무시합니다. 최종 Scan 결과에는 필터링된 항목 수에 따라 6개 이하의 항
목이 포함됩니다.

결과 페이지 매김
DynamoDB는 Scan 작업 결과의 페이지를 매깁니다. 페이지를 매기면 Scan 결과는 크기가 1MB 이하인 데
이터 ‘페이지’로 분리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결과의 첫 번째 페이지를 처리한 다음, 두 번째 페이지를 처리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일 Scan은 1MB 크기 한도 내에 맞는 결과 집합만 반환합니다.
추가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결과를 한번에 한 페이지에 가져오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을 수행
해야 합니다.
1.

하위 수준 Scan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결과에 LastEvaluatedKey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 2단계로 계속합니다.
• 결과에 LastEvaluatedKey가 없는 경우 더 이상 가져올 항목이 없습니다.

2.

이전과 동일한 파라미터를 이용해 새로운 Scan 요청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단계에서
LastEvaluatedKey 값을 가져와서 새로운 Scan 요청의 ExclusiveStartKey 파라미터로 사용합니
다.

3.

새로운 Scan 요청을 실행합니다.
1단계로 이동합니다.

4.

다시 말해서, Scan 응답의 LastEvaluatedKey를 다음 Scan 요청에 대한 ExclusiveStartKey로 사용
해야 합니다. Scan 응답에 LastEvaluatedKey 요소가 없는 경우 결과의 최종 페이지를 검색한 것입니다.
결과 집합의 마지막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LastEvaluatedKey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
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이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AWS CLI는 LastEvaluatedKey가 결과에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하위 수준 Scan 요청을 DynamoDB에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전체 Movies 테이블을 스캔하여 특정
장르의 영화만 반환하는 다음 AWS CLI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ws dynamodb scan \
--table-name Movies \
--projection-expression "title" \
--filter-expression 'contains(info.genres,:gen)' \
--expression-attribute-values '{":gen":{"S":"Sci-Fi"}}' \
--page-size 100 \
--debug

일반적으로 AWS CLI에서는 페이지 매김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 예제에서는 AWS CLI --pagesize 파라미터가 페이지당 항목 수를 제한합니다. --debug 파라미터는 요청 및 응답에 대한 하위 수준 정
보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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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페이지 매김 결과는 전달한 입력 매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aws dynamodb scan --table-name Prices --max-items 1 사용 시 NextToken을(를)
반환합니다.
• aws dynamodb scan --table-name Prices --limit 1 사용 시 LastEvaluatedKey을
(를) 반환합니다.
특히 --starting-token 사용 시 NextToken 값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예제를 실행하면 DynamoDB의 첫 응답이 다음과 유사합니다.
2017-07-07 12:19:14,389 - MainThread - botocore.parsers - DEBUG - Response body:
b'{"Count":7,"Items":[{"title":{"S":"Monster on the Campus"}},{"title":{"S":"+1"}},
{"title":{"S":"100 Degrees Below Zero"}},{"title":{"S":"About Time"}},{"title":{"S":"After
Earth"}},
{"title":{"S":"Age of Dinosaurs"}},{"title":{"S":"Cloudy with a Chance of Meatballs 2"}}],
"LastEvaluatedKey":{"year":{"N":"2013"},"title":{"S":"Curse of
Chucky"}},"ScannedCount":100}'

응답의 LastEvaluatedKey는 가져온 항목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AWS CLI는 DynamoDB에
다른 Scan 요청을 보냅니다. 이 요청과 응답 패턴은 마지막 응답이 반환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2017-07-07 12:19:17,830 - MainThread - botocore.parsers - DEBUG - Response body:
b'{"Count":1,"Items":[{"title":{"S":"WarGames"}}],"ScannedCount":6}'

LastEvaluatedKey가 없으면 가져올 항목이 더 이상 없음을 나타냅니다.

Note
AWS SDK는 하위 수준 DynamoDB 응답(LastEvaluatedKey의 유무 포함)을 처리하여 Scan
결과 페이지 매김에 대해 다양한 추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SDK for Java 문서 인터페이스는
java.util.Iterator 지원을 제공하므로 한 번에 하나씩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코드 예제를 보려면 Amazon DynamoDB 시작 안내서 및 해당 언어의
AWS SDK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결과 내 항목 수 계산
Scan 응답에는 기준과 일치하는 항목 외에도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 ScannedCount - ScanFilter를 적용하기 전에 평가되는 항목 수입니다. ScannedCount 값이 높지만
Count 결과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 Scan 작업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청에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ScannedCount는 Count와 동일합니다.
• Count - 필터 표현식(있는 경우)을 적용한 후에 남아 있는 항목 수입니다.

Note
필터 표현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ScannedCount와 Count는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Scan 결과 집합의 크기가 1MB보다 크면 ScannedCount와 Count는 총 항목 수의 일부만 표시합니다. 모든
결과를 검색하려면 여러 Scan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결과 페이지 매김 (p. 442) 참조).
각 Scan 응답에는 해당하는 특정 Scan 요청에 따라 처리된 항목의 ScannedCount와 Count가 포함됩니다.
모든 Scan 요청의 총계를 가져오려면 ScannedCount와 Count의 누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캔에서 사용된 용량 단위
테이블이나 보조 인덱스를 Scan할 수 있습니다. Scan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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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Scan하는 경우...

DynamoDB는 다음에서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
다...

표

테이블의 할당된 읽기 용량.

글로벌 보조 인덱스

인덱스의 할당된 읽기 용량.

로컬 보조 인덱스

기본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기본적으로, Scan 작업은 얼마나 많은 읽기 용량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하지
만 Scan 요청에서 ReturnConsumedCapacity 파라미터를 지정하여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ReturnConsumedCapacity에 대한 유효한 설정입니다.
• NONE - 사용된 용량 데이터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값이 기본값입니다.)
• TOTAL -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집계 수가 응답에 포함됩니다.
• INDEXES - 액세스한 각 테이블 및 인덱스에 사용된 용량과 함께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집계 수가 응답
에 표시됩니다.
DynamoDB는 애플리케이션에 반환되는 데이터 양이 아닌 항목 크기를 기준으로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수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속성을 요청하든(기본 동작) 또는 일부 속성만 요청하든(프로젝션 표
현식 사용) 상관없이 사용된 용량 단위의 수는 동일합니다. 또한 이 숫자는 필터 표현식 사용 여부에 관계없
이 동일합니다. Scan에서는 요청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각 파티션에 대해 최소 읽기 용량 단위(기본값인
최종 일관성: 0.5, 강력 일관성: 1.0)를 소비합니다. 여기에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파티션이 포함됩니다.

스캔에 대한 읽기 정합성
기본적으로 Scan 작업은 최종적 일관된 읽기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최근 완료된 PutItem 또는
UpdateItem 작업으로 인해 Scan 결과에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기 정합
성 (p. 15) 섹션을 참조하세요.
Scan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강력한 일관된 읽기가 필요한 경우 Scan 요청에서 ConsistentRead 파
라미터를 true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Scan 작업 시작 전에 마친 쓰기 작업까지 모두 Scan 응답에 포함됩니
다.
ConsistentRead를 true로 설정하면 DynamoDB Streams를 함께 사용하는 테이블 백업 또는 복제 시나
리오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ConsistentRead을 true로 설정한 상태에서 Scan를 사용하여 테
이블 데이터에 대한 일관된 복사본을 얻습니다. 그러면 DynamoDB Streams가 Scan 작업 중에 테이블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쓰기 활동을 기록합니다. Scan 작업을 마치면 스트림의 쓰기 연산을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
습니다.

Note
ConsistentRead를 true로 설정한 상태에서 Scan 작업을 수행하면 ConsistentRead를 기본
값(false)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2배 더 많은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병렬 스캔
기본적으로 Scan 작업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합니다. Amazon DynamoDB는 애플리케이션에 1MB 단
위로 데이터를 반환하고 애플리케이션은 추가 Scan 작업을 수행하여 다음 1MB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스캔할 테이블 또는 인덱스가 클수록 Scan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한 순차적 Scan은
프로비저닝된 읽기 처리 용량을 항상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ynamoDB가 여러 물리적 파
티션 간에 큰 테이블 데이터를 분산해도 Scan 작업은 한 번에 한 파티션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Scan의 처리량은 단일 파티션의 최대 처리량에 따라 제약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can 작업에서는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를 여러 세그먼트로 논리적으로 나눠 여
러 애플리케이션 작업자가 세그먼트를 병렬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자는 스레드(멀티스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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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또는 운영 체제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병렬 스캔을 수행하려면 각 작업
자가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Scan 요청을 발행합니다.
• Segment - 특정 작업자가 스캔할 세그먼트입니다. 각 작업자는 Segment에 서로 다른 값을 사용해야 합
니다.
• TotalSegments - 병렬 스캔에 사용되는 총 세그먼트 수입니다. 이 값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작업
자 수와 같아야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멀티스레드 애플리케이션이 3 병렬 처리 수준을 사용하여 병렬 Scan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세 개의 스레드를 생성하여 각 스레드에 번호를 지정합니다. (세그먼트
는 0부터 시작하므로 첫 번째 번호는 항상 0입니다.) 각 스레드는 Scan 요청을 실행하며, Segment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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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번호로 설정하고 TotalSegments를 3으로 설정합니다. 각 스레드는 해당 지정 세그먼트를 스캔하며
한 번에 1MB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스레드에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Segment 및 TotalSegments 값을 개별 Scan 요청에 적용하여 언제든지 다른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
플리케이션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값과 사용하는 작업자 수에 대한 여러 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ote
작업자 수가 많은 병렬 스캔 작업은 스캔할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모든 할당된 처리량을 족히
소비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또는 인덱스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과도한 읽기 또는 쓰기 작업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러한 스캔을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청당 반환되는 데이터 양을 제어하려면 Limit 파라미터를 사용하십시오. 이를 사용하면 다른 모
든 작업자가 이용할 비용으로 한 작업자가 할당된 모든 처리량을 소비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및 인덱스 스캔: Java
Scan 작업은 Amazon DynamoDB에서 테이블 또는 인덱스의 모든 항목을 읽어옵니다.
다음은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스캔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Scan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스캔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이때는 테이블 이름 파라미터만 있으면 됩니다.

3.

scan 메서드를 실행하고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ScanRequest 객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포럼 스레드 댓글을 저장하는 Reply 테이블입니다.

Example
Reply ( Id, ReplyDateTime, Message, PostedBy )

이 테이블에는 다양한 포럼 스레드의 댓글이 모두 저장됩니다. 따라서 기본 키도 Id(파티션 키)와
ReplyDateTime(정렬 키),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테이블 전체를 스캔하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ScanRequest 인스턴스는 스캔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canRequest scanRequest = new ScanRequest()
.withTableName("Reply");
ScanResult result = client.scan(scanRequest);
for (Map<String, AttributeValue> item : result.getItems()){
printItem(item);
}

옵션 파라미터 지정
scan 메서드는 여러 가지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으로 필터 표현식을 사용하여 스캔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 표현식을 사용할 때는 필터 조건과 평가할 조건의 속성 이름 및 값을 지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캔을 참조하세요.
다음 Java 코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0보다 작은 항목을 찾습니다. 이 예제에서
지정하는 옵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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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0보다 작은 항목만 가져오는 필터 표현식(오류 조건)
• 쿼리 결과로 가져올 항목 속성 목록

Example
Map<String, 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put(":val", new AttributeValue().withN("0"));
ScanRequest scanRequest = new ScanRequest()
.withTableName("ProductCatalog")
.withFilterExpression("Price < :val")
.withProjectionExpression("Id")
.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xpressionAttributeValues);
ScanResult result = client.scan(scanRequest);
for (Map<String, AttributeValue> item : result.getItems()) {
printItem(item);
}

또한 옵션으로 스캔 요청에서 withLimit 메서드를 사용하여 페이지 크기 또는 페이지당 항목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scan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지정된 수의 항목이 있는 결과 한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다음 페
이지를 가져오려면 이전 페이지의 마지막 항목의 기본 키 값을 제공하여 scan 메서드가 다음 항목 집합을 반
환할 수 있도록 scan 메서드를 다시 실행합니다. withExclusiveStartKey 메서드를 사용하여 이 요청 정
보를 입력합니다. 이 메서드의 초기 파라미터 값은 null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이어 다음 페이지까지 가져오려
면 이 속성 값을 이전 페이지에서 마지막 항목의 기본 키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은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withLimit 메서드
와 withExclusiveStartKey 메서드가 요청에 사용됩니다. do/while 루프는 결과에서
getLastEvaluatedKey 메서드가 null 값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스캔합니다.

Example
Map<String, AttributeValue> lastKeyEvaluated = null;
do {
ScanRequest scanRequest = new ScanRequest()
.withTableName("ProductCatalog")
.withLimit(10)
.withExclusiveStartKey(lastKeyEvaluated);
ScanResult result = client.scan(scanRequest);
for (Map<String, AttributeValue> item : result.getItems()){
printItem(item);
}
lastKeyEvaluated = result.getLastEvaluatedKey();
} while (lastKeyEvaluated != null);

예 - Java를 사용한 스캔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100보다 작은 항목을 찾는 작업 샘플
을 제공합니다.

Note
또한 SDK for Java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DynamoDB 테이블로 클라이언트 측 클
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작성해야 할 코드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 DynamoDBMapper (p. 168)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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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아래 코드 예제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지
침에 따라 이미 계정의 DynamoDB에 데이터를 로드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java.util.HashMap;
import java.util.Iterator;
import java.util.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Coll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can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public class DocumentAPIScan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atic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findProductsForPriceLessThanOneHundred();

}

private static void findProductsForPriceLessThanOneHundred()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Map<String, 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String, Object>();
expressionAttributeValues.put(":pr", 100);
ItemCollection<ScanOutcome> items = table.scan("Price < :pr", // FilterExpression
"Id, Title, ProductCategory, Price", // ProjectionExpression
null, // ExpressionAttributeNames - not used in this example
expressionAttributeValues);
System.out.println("Scan of " + tableName + " for items with a price less than

100.");

}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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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Java를 사용한 병렬 스캔
다음은 병렬 스캔을 설명하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프로그램이 ParallelScanTest라는 이름의 테이블
을 삭제했다가 재생성한 후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 로드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다수의 스레드
를 생성하여 병렬 Scan 요청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각 병렬 요청의 런타임 통계를 출력합니
다.

Note
또한 SDK for Java에서는 객체 지속성 모델을 제공하므로 DynamoDB 테이블로 클라이언트 측 클
래스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하면 작성해야 할 코드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 DynamoDBMapper (p. 168)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아래 코드 예제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지
침에 따라 이미 계정의 DynamoDB에 데이터를 로드하였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다음 예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util.ArrayList;
java.util.Arrays;
java.util.HashSet;
java.util.Iterator;
java.util.List;
java.util.concurrent.ExecutorService;
java.util.concurrent.Executors;
java.util.concurrent.TimeUni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AmazonServiceExcep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Coll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can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ScanSpec;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public class DocumentAPIParallelSc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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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number of sample items
static int scanItemCount = 300;
// number of items each scan request should return
static int scanItemLimit = 10;
// number of logical segments for parallel scan
static int parallelScanThreads = 16;
// table that will be used for scanning
static String parallelScanTestTableName = "ParallelScanTest";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try {
// Clean up the table
deleteTable(parallelScanTestTableName);
createTable(parallelScanTestTableName, 10L, 5L, "Id", "N");
// Upload sample data for scan
uploadSampleProducts(parallelScanTestTableName, scanItemCount);
// Scan the table using multiple threads
parallelScan(parallelScanTestTableName, scanItemLimit, parallelScanThreads);

}
{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ase) {
System.err.println(ase.getMessage());
}

private static void parallelScan(String tableName, int itemLimit, int numberOfThreads)

System.out.println(
"Scanning " + tableName + " using " + numberOfThreads + " threads " + itemLimit
+ " items at a time");
ExecutorService executor = Executors.newFixedThreadPool(numberOfThreads);
// Divide DynamoDB table into logical segments
// Create one task for scanning each segment
// Each thread will be scanning one segment
int totalSegments = numberOfThreads;
for (int segment = 0; segment < totalSegments; segment++) {
// Runnable task that will only scan one segment
ScanSegmentTask task = new ScanSegmentTask(tableName, itemLimit, totalSegments,
segment);

}
}

// Execute the task
executor.execute(task);

shutDownExecutorService(executor);

// Runnable task for scanning a single segment of a DynamoDB table
private static class ScanSegmentTask implements Runnable {
// DynamoDB table to scan
private String tableName;
// number of items each scan request should return
private int item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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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number of segments
// Equals to total number of threads scanning the table in parallel
private int totalSegments;
// Segment that will be scanned with by this task
private int segment;
public ScanSegmentTask(String tableName, int itemLimit, int totalSegments, int
segment) {
this.tableName = tableName;
this.itemLimit = itemLimit;
this.totalSegments = totalSegments;
this.segment = segment;
}
@Override
public void run() {
System.out.println("Scanning " + tableName + " segment " + segment + " out of "
+ totalSegments
+ " segments " + itemLimit + " items at a time...");
int totalScannedItemCount = 0;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ScanSpec spec = new
ScanSpec().withMaxResultSize(itemLimit).withTotalSegments(totalSegments)
.withSegment(segment);
ItemCollection<ScanOutcome> items = table.scan(spec);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Item currentItem = null;
while (iterator.hasNext()) {
totalScannedItemCount++;
currentItem = iterator.next();
System.out.println(currentItem.toString());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finally {
System.out.println("Scanned " + totalScannedItemCount + " items from
segment " + segment + " out of "
+ totalSegments + " of " + tableName);
}
}
}
private static void uploadSampleProducts(String tableName, int itemCount) {
System.out.println("Adding " + itemCount + " sample items to " + tableName);
for (int productIndex = 0; productIndex < itemCount; productIndex++) {
uploadProduct(tableName, productIndex);
}
}
private static void uploadProduct(String tableName, int productIndex)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System.out.println("Processing record #" + productIndex);
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product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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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String("Title", "Book " + productIndex + " Title").withString("ISBN",
"111-1111111111")
.withStringSet("Author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withNumber("Price", 2)
.withString("Dimensions", "8.5 x 11.0 x 0.5").withNumber("PageCount", 500)
.withBoolean("InPublication", true).withString("ProductCategory", "Book");
table.putItem(item);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create item " + productIndex + "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private static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
try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able.delete();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deleted...this may take
a while...");
table.waitForDelete();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delete table " + tableName);
e.printStackTrace(System.err);
}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String tableName, long readCapacityUnits, long
writeCapacityUnits,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Type) {
createTable(tableName, readCapacityUnits, writeCapacityUnits, partitionKeyName,
partitionKeyType, null, null);
}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String tableName, long readCapacityUnits, long
writeCapacityUnits,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Type, String sortKeyName, String
sortKeyType) {
try {
System.out.println("Creating table " + tableName);
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partitionKeyName).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partitionKeyName).withAttributeType(partitionKeyType));
if (sortKeyName != null) {
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sortKeyName).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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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Definitions
.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sortKeyName).withAttributeType(sortKeyType));
}
Table table = dynamoDB.createTable(tableName, keySchema, attributeDefinitions,
new ProvisionedThroughput()
.withReadCapacityUnits(readCapacityUnits).withWriteCapacityUnits(writeCapacityUnits));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created...this may take
a while...");
table.waitForActive();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create table " + tableName);
e.printStackTrace(System.err);
}

private static void shutDownExecutorService(ExecutorService executor) {
executor.shutdown();
try {
if (!executor.awaitTermination(10, TimeUnit.SECONDS)) {
executor.shutdownNow();
}
}
catch (InterruptedException e) {
executor.shutdownNow();

}

}

}

// Preserve interrupt status
Thread.currentThread().interrupt();

테이블 및 인덱스 스캔: .NET
Scan 작업은 Amazon DynamoDB에서 테이블 또는 인덱스의 모든 항목을 읽어옵니다.
다음은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스캔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Scan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스캔 작업 파라미터를 입력합니다.
이때는 테이블 이름 파라미터만 있으면 됩니다.

3.

Scan 메서드를 실행하고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QueryRequest 객체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포럼 스레드 댓글을 저장하는 Reply 테이블입니다.

Example
>Reply ( <emphasis role="underline">Id</emphasis>, <emphasis
role="underline">ReplyDateTime</emphasis>, Message, PostedBy )

이 테이블에는 다양한 포럼 스레드의 댓글이 모두 저장됩니다. 따라서 기본 키도 Id(파티션 키)와
ReplyDateTime(정렬 키),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테이블 전체를 스캔하는 C# 코드 예제입니다.
ScanRequest 인스턴스는 스캔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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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var 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Reply",
};
var response = client.Scan(request);
var result = response.ScanResult;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ScanResult.Items)
{
// Process the result.
PrintItem(item);
}

옵션 파라미터 지정
Scan 메서드는 여러 가지 선택적 파라미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으로 스캔 필터를 사용하여 스캔 결
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스캔 필터를 사용할 때는 필터 조건과 평가할 조건의 속성 이름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캔을 참조하세요.
다음 C# 코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0보다 작은 항목을 찾습니다. 이 샘플에서 지
정하는 옵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이 0보다 작은 항목만 가져오는 FilterExpression 파라미터(오류 조건)
• 쿼리 결과로 가져올 항목 속성을 지정하는 ProjectionExpression 파라미터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0보다 작은 모든 항목을 찾습니다.

Example
var forumScan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ProductCatalog",
// Optional parameters.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AttributeValue> {
{":val", new AttributeValue { N = "0" }}
},
FilterExpression = "Price < :val",
ProjectionExpression = "Id"
};

또한 선택에 따라 옵션인 Limit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페이지 크기 또는 페이지당 항목 수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Scan 메서드를 실행할 때마다 지정된 수의 항목이 있는 결과 한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져오려면 이전 페이지의 마지막 항목의 기본 키 값을 제공하여 Scan 메서드가 다음 항목 집합을 반환할 수
있도록 Scan 메서드를 다시 실행합니다. ExclusiveStartKey 속성을 설정하여 요청 시 이 정보를 제공합
니다. 이 속성의 초기 값은 null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이어 다음 페이지까지 가져오려면 이 속성 값을 이전 페
이지에서 마지막 항목의 기본 키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은 ProductCatalog 테이블 전체를 스캔하는 C# 코드 예제입니다. 요청에서 옵션으로 Limit 및
ExclusiveStartKey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do/while 루프는 LastEvaluatedKey가 null 값을 반환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한 페이지를 스캔합니다.

Example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lastKeyEvaluated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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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var 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ProductCatalog",
Limit = 10,
ExclusiveStartKey = lastKeyEvaluated
};
var response = client.Scan(request);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PrintItem(item);
}
lastKeyEvaluated = response.LastEvaluatedKey;

} while (lastKeyEvaluated != null && lastKeyEvaluated.Count != 0);

예 - .NET을 사용한 스캔
다음 C# 코드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스캔하여 가격이 0보다 작은 항목을 찾는 작업 예제입니다.
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Model;
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Scan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FindProductsForPriceLessThanZero();
Console.WriteLine("Example complete. 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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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FindProductsForPriceLessThanZero()
{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lastKeyEvaluated = null;
do
{
var 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ProductCatalog",
Limit = 2,
ExclusiveStartKey = lastKeyEvaluated,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al", new AttributeValue {
N = "0"
}}
},
FilterExpression = "Price < :val",
};

ProjectionExpression = "Id, Title, Price"

var response = client.Scan(request);
foreach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in response.Items)
{
Console.WriteLine("\nScanThreadTableUsePaging - printing.....");
PrintItem(item);
}
lastKeyEvaluated = response.LastEvaluatedKey;
} while (lastKeyEvaluated != null && lastKeyEvaluated.Count != 0);

}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PrintItem(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attributeList)
{
foreach (KeyValuePair<string, AttributeValue> kvp in attributeList)
{
string attributeName = kvp.Key;
AttributeValue value = kvp.Value;

+ "]") +
+ "]")

}

}

}

Console.WriteLine(
attributeName + " " +
(value.S == null ? "" : "S=[" + value.S + "]") +
(value.N == null ? "" : "N=[" + value.N + "]") +
(value.SS == null ? "" : "SS=[" + string.Join(",", value.SS.ToArray())
(value.NS == null ? "" : "NS=[" + string.Join(",", value.NS.ToArray())
);
}
Console.Writ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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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NET을 사용한 병렬 스캔
다음은 병렬 스캔을 설명하는 C# 코드 예제입니다. 프로그램이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삭제했다가 재
생성한 후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데이터 로드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다수의 스레드를 생성하여 병렬
Scan 요청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런타임 통계를 요약하여 출력합니다.
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Threading;
using System.Threading.Tasks;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Model;
using Amazon.Runtime;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ParallelScan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private static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private static int exampleItemCount = 100;
private static int scanItemLimit = 10;
private static int totalSegments = 5;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DeleteExampleTable();
CreateExampleTable();
UploadExampleData();
ParallelScanExampleTable();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private static void ParallelScanExampleTable()
{
Console.WriteLine("\n*** Creating {0} Parallel Scan Tasks to scan {1}",
totalSegments, tableName);
Task[] tasks = new Task[totalSegments];
for (int segment = 0; segment < totalSegments; seg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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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tmpSegment = segment;
Task task = Task.Factory.StartNew(() =>
{
ScanSegment(totalSegments, tmpSegment);
});
}

tasks[segment] = task;

Console.WriteLine("All scan tasks are created, waiting for them to complete.");
Task.WaitAll(tasks);
}

Console.WriteLine("All scan tasks are completed.");

private static void ScanSegment(int totalSegments, int segment)
{
Console.WriteLine("*** Starting to Scan Segment {0} of {1} out of {2} total
segments ***", segment, tableName, totalSegments);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lastEvaluatedKey = null;
int totalScannedItemCount = 0;
int totalScanRequestCount = 0;
do
{
var 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Limit = scanItemLimit,
ExclusiveStartKey = lastEvaluatedKey,
Segment = segment,
TotalSegments = totalSegments
};
var response = client.Scan(request);
lastEvaluatedKey = response.LastEvaluatedKey;
totalScanRequestCount++;
totalScannedItemCount += response.ScannedCount;
foreach (var item in response.Items)
{
Console.WriteLine("Segment: {0}, Scanned Item with Title: {1}",
segment, item["Title"].S);
}
} while (lastEvaluatedKey.Count != 0);
Console.WriteLine("*** Completed Scan Segment {0} of {1}.
TotalScanRequestCount: {2}, TotalScannedItemCount: {3} ***", segment, tableName,
totalScanRequestCount, totalScannedItemCount);
}
private static void UploadExampleData()
{
Console.WriteLine("\n*** Uploading {0} Example Items to {1} Table***",
exampleItemCount, tableName);
Console.Write("Uploading Items: ");
for (int itemIndex = 0; itemIndex < exampleItemCount; itemIndex++)
{
Console.Write("{0}, ", itemIndex);
CreateItem(itemIndex.ToString());
}
Console.WriteLine();
}
private static void CreateItem(string itemIndex)
{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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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Name = tableName,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Id", new AttributeValue {
N = itemIndex
}},
{ "Title", new AttributeValue {
S = "Book " + itemIndex + " Title"
}},
{ "ISBN", new AttributeValue {
S = "11-11-11-11"
}},
{ "Authors", new AttributeValue {
SS = new List<string>{"Author1", "Author2" }
}},
{ "Price", new AttributeValue {
N = "20.00"
}},
{ "Dimensions", new AttributeValue {
S = "8.5x11.0x.75"
}},
{ "InPublication", new AttributeValue {
BOOL = false
} }

}
};
client.PutItem(request);

private static void CreateExampleTable()
{
Console.WriteLine("\n*** Creating {0} Table ***", tableName);
var 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Id",
AttributeType = "N"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d",
KeyType = "HASH" //Partition key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6
},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client.CreateTable(request);
var result = response;
var tableDescription = result.TableDescription;
Console.WriteLine("{1}: {0} \t ReadsPerSec: {2} \t WritesPerSec: {3}",
tableDescription.TableStatus,
tableDescription.TableName,
tableDescription.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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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Description.ProvisionedThroughput.WriteCapacityUnits);
string status = tableDescription.TableStatus;
Console.WriteLine(tableName + " - " + status);
WaitUntilTableReady(tableName);

}

private static void DeleteExampleTable()
{
try
{
Console.WriteLine("\n*** Deleting {0} Table ***", tableName);
var request = new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client.DeleteTable(request);
var result = response;
Console.WriteLine("{0} is being deleted...", tableName);
WaitUntilTableDeleted(tableName);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Console.WriteLine("{0} Table delete failed: Table does not exist",

tableName);
}

}

private static void WaitUntilTableReady(string tableName)
{
string status = null;
// Let us wait until table is created. Call DescribeTable.
do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try
{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status = res.Table.TableStatus;

}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 DescribeTable is eventually consistent. So you might
// get resource not found. So we handle the potential exception.
}
} while (status != "ACTIVE");

private static void WaitUntilTableDeleted(string tableName)
{
string status = null;
// Let us wait until table is deleted. Call DescribeTable.
do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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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status = res.Table.TableStatus;

tableName);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is not found. It is deleted",

}

}

}

return;
}
} while (status == "DELETING");

PartiQL - Amazon DynamoDB용 SQL 호환 쿼리 언어
Amazon DynamoDB에서는 SQL 호환 쿼리 언어인 PartiQL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서 데이터를
선택, 삽입, 업데이트, 삭제할 수 있습니다. PartiQL을 사용하면 DynamoDB 테이블과 쉽게 상호 작용하고
AWS Management Console, NoSQL Workbench, AWS Command Line Interface 및 PartiQL용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임시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PartiQL 작업은 다른 DynamoDB 데이터 영역 작업과 동일한 가용성, 대기 시간 및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PartiQL의 DynamoDB 구현을 설명합니다.
주제
• PartiQL이란? (p. 461)
• Amazon DynamoDB의 PartiQL (p. 461)
• DynamoDB용 PartiQL 시작하기 (p. 462)
• DynamoDB에 대한 PartiQL 데이터 형식 (p. 467)
• DynamoDB의 PartiQL 문 (p. 469)
• Amazon DynamoDB에서 PartiQL 함수 사용 (p. 477)
• DynamoDB용 PartiQL 산술, 비교 및 논리 연산자 (p. 481)
• DynamoDB용 PartiQL에서 트랜잭션 수행 (p. 481)
• DynamoDB용 PartiQL에서 일괄 작업 실행 (p. 486)
• DynamoDB용 PartiQL을 사용하는 IAM 보안 정책 (p. 489)

PartiQL이란?
PartiQL은 구조화 데이터, 반구조화 데이터 및 중첩 데이터를 포함하는 여러 데이터 스토어에서 SQL 호환 쿼
리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Amazon 내에서 널리 사용되며 현재 DynamoDB를 비롯한 여러 AWS 서비스의 일
부로 제공됩니다.
PartiQL 사양과 핵심 쿼리 언어에 대한 자습서는 PartiQL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Note
• Amazon DynamoDB는 PartiQL 쿼리 언어의 하위 집합을 지원합니다.
• Amazon DynamoDB에서는 Amazon ion 데이터 형식 또는 Amazon Ion 리터럴을 지원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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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의 PartiQL
DynamoDB에서 PartiQL 쿼리를 실행하려면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ynamoDB 콘솔
• NoSQL Workbench
•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 DynamoDB API
DynamoDB에 액세스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DynamoDB용 PartiQL 시작하기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콘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및 DynamoDB API에서
DynamoDB용 PartiQL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음 예에서 DynamoDB 시작하기 자습서에 정의된 DynamoDB 테이블은 사전 조건입니다.
DynamoDB 콘솔, 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액세스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DB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NoSQL 워크벤치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여 DynamoDB용 PartiQL 문을 빌드하려면 DynamoDB용 NoSQL
Workbench 작업 빌더(Operation Builder) 오른쪽 맨 위에서 PartiQL 작업(PartiQL operations)를 선택합니다.
Console

Note
DynamoDB용 PartiQL은 새 DynamoDB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DynamoDB 콘솔
을 사용하려면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Try the Preview of the new console(새 콘솔 미리 보기
사용해 보기)을 선택합니다.
1.
2.
3.
4.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PartiQL editor(PartiQL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Query table(테이블 쿼리)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전체 테이블이 스캔되지 않는 쿼리가
생성됩니다.
API 버전 2012-08-10
462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PartiQL 쿼리 언어

5.

partitionKeyValue를 문자열 값 Acme Band로 바꿉니다. sortKeyValue를 문자열 값 Happy
Day로 바꿉니다.

6.

실행 버튼을 선택합니다.

7.

Table view(테이블 보기) 또는 JSON view(JSON 보기) 버튼을 선택하여 쿼리의 결과를 볼 수 있습
니다.

NoSQL workbench

1.

PartiQL statement(PartiQL 문)를 선택합니다.

2.

다음 PartiQL SELECT 문을 입력합니다.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 and SongTitle=?

3.

4.

Artist 및 SongTitle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Optional request parameters(선택적 요청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b.

Add new parameter(새 파라미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c.

속성 형식 문자열과 값 Acme Band를 선택합니다.

d.

b단계와 c단계를 반복하고 형식 문자열과 값 PartiQL Rocks를 선택합니다.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탭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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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AWS CLI
1.

INSERT PartiQL 문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에 항목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INSERT INTO Music
VALUE \
{'Artist':'Acme Band','SongTitle':'PartiQL Rocks'}"

2.

\

SELECT PartiQL 문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을 검색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SELECT * FROM Music
\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3.

UPDATE PartiQL 문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UPDATE Music \
SET AwardsWon=1 \
SET AwardDetail={'Grammys':[2020,
2018]} \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의 목록 값을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UPDATE Music \
SET AwardDetail.Grammys
=list_append(AwardDetail.Grammys,[2016]) \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의 목록 값을 제거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UPDATE Music \
REMOVE AwardDetail.Grammys[2]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의 새 맵 멤버를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UPDATE Music \
SET AwardDetail.BillBoard=[2020]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의 새 문자열 집합 속성을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UPDATE Music \
SET BandMembers =<<'member1',
'member2'>> \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의 문자열 집합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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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UPDATE Music \
SET BandMembers =set_add(BandMembers,
<<'newmember'>>) \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4.

DELETE PartiQL 문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statement --statement "DELETE FROM Music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

Java
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List;
import com.amazonaws.AmazonClientException;
import com.amazonaws.AmazonServiceExcep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ExecuteStatement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ExecuteStatementResul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InternalServerErrorExcep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ItemCollectionSizeLimitExceededExcep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questLimitExceededExcep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sourceNotFoundExcep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TransactionConflictException;
public class DynamoDBPartiQGettingStarted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Create the DynamoDB Client with the region you want
AmazonDynamoDB dynamoDB = createDynamoDbClient("us-west-1");
try {
// Create ExecuteStatementRequest
ExecuteStatementRequest executeStatementRequest = new
ExecuteStatementRequest();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getPartiQLParameters();
//Create an item in the Music table using the INSERT PartiQL statement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INSERT INTO Music value
{'Artist':?,'SongTitle':?}", parameters));
//Retrieve an item from the Music table using the SELECT PartiQL statement.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Update an item in the Music table using the UPDATE PartiQL statement.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UPDATE Music SET
AwardsWon=1 SET AwardDetail={'Grammys':[2020, 2018]} wher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Add a list value for an item in the Music table.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UPDATE Music SET
AwardDetail.Grammys =list_append(AwardDetail.Grammys,[2016]) wher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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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 a list value for an item in the Music table.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UPDATE Music REMOVE
AwardDetail.Grammys[2]
wher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Add a new map member for an item in the Music table.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UPDATE Music set
AwardDetail.BillBoard=[2020] wher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Add a new string set attribute for an item in the Music table.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UPDATE Music SET
BandMembers =<<'member1', 'member2'>> wher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update a string set attribute for an item in the Music table.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UPDATE Music SET
BandMembers =set_add(BandMembers, <<'newmember'>>) wher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Retrieve an item from the Music table using the SELECT PartiQL statement.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delete an item from the Music Table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 "DELETE
Artist=? and SongTitle=?", parameters));
} catch (Exception e) {
handleExecuteStatementErrors(e);
}
}

FROM Music

where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 createDynamoDbClient(String region) {
return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
private static List<AttributeValue> getPartiQLParameters() {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new ArrayList<AttributeValue>();
parameters.add(new AttributeValue("Acme Band"));
parameters.add(new AttributeValue("PartiQL Rocks"));
return parameters;
}
private static ExecuteStatementResult executeStatementRequest(AmazonDynamoDB
client, String statement,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
ExecuteStatementRequest request = new ExecuteStatementRequest();
request.setStatement(statement);
request.setParameters(parameters);
return client.executeStatement(request);
}
private static void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sult executeStatementResult) {
System.out.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
executeStatementResult.toString());
}
// Handles errors during ExecuteStatement execution. Use recommendations in error
messages below to add error handling specific to
// your application use-case.
private static void handleExecuteStatementErrors(Exception exception) {
try {
throw exception;
} catch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ccfe) {
System.out.println("Condition check specified in the operation failed,
review and update the condition " +
"check before retrying. Error: " +
ccfe.getError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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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TransactionConflictException tce) {
System.out.println("Operation was rejected because there is an ongoing
transaction for the item, generally " +
"safe to retry with exponential back-off. Error:
" + tce.getErrorMessage());
} catch (ItemCollectionSizeLimitExceededException icslee) {
System.out.println("An item collection is too large, you\'re using Local
Secondary Index and exceeded " +
"size limit of items per partition key. Consider
using Global Secondary Index instead. Error: " + icslee.getErrorMessage());
} catch (Exception e) {
handleCommonErrors(e);
}
}
private static void handleCommonErrors(Exception exception) {
try {
throw exception;
} catch (InternalServerErrorException isee) {
System.out.println("Internal Server Error, generally safe to retry with
exponential back-off. Error: " + isee.getErrorMessage());
} catch (RequestLimitExceededException rlee) {
System.out.println("Throughput exceeds the current throughput limit for
your account, increase account level throughput before " +
"retrying. Error: " + rlee.getErrorMessage());
} catch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ptee) {
System.out.println("Request rate is too high. If you're using a custom
retry strategy make sure to retry with exponential back-off. " +
"Otherwise consider reducing frequency of
requests or increasing provisioned capacity for your table or secondary index. Error:
" +
ptee.getErrorMessage());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rnfe) {
System.out.println("One of the tables was not found, verify table exists
before retrying. Error: " + rnfe.getError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ase) {
System.out.println("An AmazonServiceException occurred, indicates that the
request was correctly transmitted to the DynamoDB " +
"service, but for some reason, the service was
not able to process it, and returned an error response instead. Investigate and " +
"configure retry strategy. Error type: " +
ase.getErrorType() + ". Error message: " + ase.getErrorMessage());
} catch (AmazonClientException ace) {
System.out.println("An AmazonClientException occurred, indicates that the
client was unable to get a response from DynamoDB " +
"service, or the client was unable to parse the
response from the service. Investigate and configure retry strategy. "+
"Error: " + ace.getMessage());
} catch (Exception e) {
System.out.println("An exception occurred, investigate and configure retry
strategy. Error: " + e.getMessage());
}
}
}

DynamoDB에 대한 PartiQL 데이터 형식
다음 표에는 DynamoDB용 Parti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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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데이터 형식

PartiQL 표현

참고

Boolean

TRUE | FALSE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Binary

해당 사항 없음

코드를 통해서만 지원됩니다.

List

[ value1, value2,...]

목록 형식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
터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록
에 있는 요소의 형식이 달라도 상
관없습니다.

Map

{ 'name' : value }

맵 형식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맵에 있
는 요소의 형식이 달라도 상관없
습니다.

Null

NULL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Number

1, 1.0, 1e0

번호는 양수, 음수 또는 0일 수 있
습니다. 숫자는 최대 38자릿수까
지 지원됩니다.

Number Set

<<number1, number2>>

숫자 집합의 요소는 숫자 형식이
어야 합니다.

String Set

<<'string1', 'string2'>>

문자열 집합의 요소는 문자열 형
식이어야 합니다.

String

'string value'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문자열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
다음 문은 String, Number, Map, List, Number Set 및 String Set 데이터 형식을 삽입하는 방법을 보
여 줍니다.
INSERT INTO TypesTable value {'primarykey':'1',
'NumberType':1,
'MapType' : {'entryname1': 'value', 'entryname2': 4},
'ListType': [1,'stringval'],
'NumberSetType':<<1,34,32,4.5>>,
'StringSetType':<<'stringval','stringval2'>>
}

다음 문은 Map, List, Number Set 및 String Set 형식에 새 요소를 삽입하고 Number 형식의 값을 변경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UPDATE TypesTable
SET NumberType=NumberType + 100
SET MapType.NewMapEntry=[2020, 'stringvalue', 2.4]
SET ListType = LIST_APPEND(ListType, [4, <<'string1', 'string2'>>])
SET NumberSetType= SET_ADD(NumberSetType, <<345, 48.4>>)
SET StringSetType = SET_ADD(StringSetType, <<'stringsetvalue1', 'stringsetvalue2'>>)
WHERE primarykey='1'

다음 문은 Map, List, Number Set 및 String Set 형식에서 요소를 제거하고 Number 형식의 값을 변경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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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TypesTable
SET NumberType=NumberType - 1
REMOVE ListType[1]
REMOVE MapType.NewMapEntry
SET NumberSetType = SET_DELETE( NumberSetType, <<345>>)
SET StringSetType = SET_DELETE( StringSetType, <<'stringsetvalue1'>>)
WHERE primarykey='1'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데이터 형식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의 PartiQL 문
Amazon DynamoDB에서는 다음 PartiQL 문을 지원합니다.

Note
DynamoDB는 일부 PartiQL 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참조에서는 AWS CLI 또는 API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실행하는 PartiQL 문의 기본 구문 및 사용
예제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조작 언어(DML)는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PartiQL 문 집합입니다.
DML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DML 및 쿼리 언어 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DynamoDB의 PartiQL select 문 (p. 469)
• DynamoDB의 PartiQL update 문 (p. 472)
• DynamoDB의 PartiQL insert 문 (p. 476)
• DynamoDB의 PartiQL delete 문 (p. 475)
DynamoDB용 PartiQL에서 트랜잭션 수행 (p. 481) 및 DynamoDB용 PartiQL에서 일괄 작업 실
행 (p. 486)도 DynamoDB용 PartiQL에서 지원됩니다.

DynamoDB의 PartiQL select 문
SELECT 문을 사용하면 Amazon DynamoDB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SELECT 문을 사용하면 WHERE 절에 파티션 키를 사용한 등식 조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전체 테이블이 스
캔될 수 있습니다. 스캔 작업은 요청한 값을 찾기 위해 전체 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대용량 테이블이나 인덱
스일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작업으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rtiQL에서 전체 테이블 스캔을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WHERE 절 조건이 적절히 구성되도록 하여 전체 테이블이 스캔되지 않도록 SELECT 문을 작성합니다.
•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의 예: DynamoDB용 PartiQL에서 select 문은 허용하고 전체 테이블 스캔 문은
거부 (p. 491) 단원에 지정된 IAM 정책을 사용하여 전체 테이블 스캔을 사용 중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에서 데이터 쿼리 및 검색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주제
• 구문 (p. 470)
• 파라미터 (p. 470)
• 예 (p.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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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SELECT expression [, ...]
FROM table[.index]
[ WHERE condition ] [ [ORDER BY key [DESC|ASC] , ...]

파라미터
###
(필수) * 와일드카드에서 형성된 프로젝션 또는 결과 집합에 있는 하나 이상의 속성 이름 또는 문서 경로
로 구성된 프로젝션 목록입니다. expression은 Amazon DynamoDB에서 PartiQL 함수 사용 (p. 477)에
대한 호출 또는 DynamoDB용 PartiQL 산술, 비교 및 논리 연산자 (p. 481)에서 수정되는 필드로 구성
될 수 있습니다.
table
(필수) 쿼리할 테이블 이름입니다.
#### #### ### ####
(선택 사항) 쿼리할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Note
인덱스를 쿼리할 때 테이블 이름과 인덱스 이름에 큰따옴표를 추가해야 합니다.
SELECT *
FROM "TableName"."IndexName"

condition
(선택 사항) 쿼리의 선택 기준입니다.

Important
SELECT 문이 전체 테이블 스캔이 되지 않게 하려면 WHERE 절 조건에서 파티션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등식 또는 IN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Orders 테이블에 OrderID 파티션 키 및 키가 아닌 기타 속성(Address 등)이 있는
경우 다음 문을 사용하면 전체 테이블 스캔이 되지 않습니다.
SELECT *
FROM "Orders"
WHERE OrderID = 100
SELECT *
FROM "Orders"
WHERE OrderID = 100 and Address='some address'
SELECT *
FROM "Orders"
WHERE OrderID = 100 or pk = 200
SELECT *
FROM "Orders"
WHERE OrderID IN [100, 300, 234]

그러나 다음 SELECT 문을 사용하면 전체 테이블 스캔이 됩니다.
SEL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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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rders"
WHERE OrderID > 1
SELECT *
FROM "Orders"
WHERE Address='some address'
SELECT *
FROM "Orders"
WHERE OrderID = 100 OR Address='some address'

#
(선택 사항) 반환된 결과를 정렬하는 데 사용할 해시 키 또는 정렬 키입니다. 기본 순서는 오름차순(ASC)
이며, 결과가 내림차순으로 반환되게 하려면 DESC를 지정합니다.

Note
WHERE 절을 생략하면 테이블의 모든 항목이 검색됩니다.

예
다음 쿼리는 파티션 키 OrderID를 지정하고 등식 연산자를 사용하여 Orders 테이블에서 항목 하나(있는
경우)를 반환합니다.
SELECT OrderID, Total
FROM "Orders"
WHERE OrderID = 1

다음 쿼리는 특정 파티션 키 OrderID 값을 OR 연산자로 지정하여 Orders 테이블에서 모든 항목을 반환합
니다.
SELECT OrderID, Total
FROM "Orders"
WHERE OrderID = 1 OR OrderID = 2

다음 쿼리는 특정 파티션 키 OrderID 값을 IN 연산자로 지정하여 Orders 테이블에서 모든 항목을 반환합
니다. 반환되는 결과는 OrderID 키 속성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표시됩니다.
SELECT OrderID, Total
FROM "Orders"
WHERE OrderID IN [1, 2, 3] ORDER BY OrderID DESC

다음 쿼리는 Orders 테이블에서 Total이 500보다 큰 모든 항목을 반환하는 전체 테이블 스캔을 표시합니
다. 여기서 Total은 키가 아닌 속성입니다.
SELECT OrderID, Total
FROM "Orders"
WHERE Total > 500

다음 쿼리는 IN 연산자와 키가 아닌 속성 Total을 사용하여 Orders 테이블에서 특정 Total 주문 범위 내
의 모든 항목을 반환하는 전체 테이블 스캔을 표시합니다.
SELECT OrderID, Total
FROM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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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otal IN [500, 600]

다음 쿼리는 BETWEEN 연산자가 키가 아닌 속성 Total을 사용하여 Orders 테이블에서 특정 Total 주문
범위 내의 모든 항목을 반환하는 전체 테이블 스캔을 표시합니다.
SELECT OrderID, Total
FROM "Orders"
WHERE Total BETWEEN 500 AND 600

다음 쿼리는 WHERE 절 조건에 파키션 키 CustomerID 및 정렬 키 MovieID를 지정하고 SELECT 절에 문
서 경로를 사용하여 파이어스틱 디바이스를 사용해 시청한 첫 번째 날짜를 반환합니다.
SELECT Devices.FireStick.DateWatched[0]
FROM WatchList
WHERE CustomerID= 'C1' AND MovieID= 'M1'

다음 쿼리는 WHERE 절 조건에 문서 경로를 사용하여 2019년 12월 12일 이후 파이어스틱 디바이스가 처음
사용된 항목 목록을 반환하는 전체 테이블 스캔을 표시합니다.
SELECT Devices
FROM WatchList
WHERE Devices.FireStick.DateWatched[0] >= '12/12/19'

DynamoDB의 PartiQL update 문
UPDATE 문을 사용하면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내의 특성 하나 이상의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
다.

Note
한 번에 하나의 항목만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여러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단일 DynamoDB PartiQL
문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DynamoDB용 PartiQL에서 트랜잭션
수행 (p. 481) 또는 DynamoDB용 PartiQL에서 일괄 작업 실행 (p. 486) 단원을 참조하세요.
주제
• 구문 (p. 472)
• 파라미터 (p. 472)
• 반환 값 (p. 473)
• 예 (p. 473)

구문
UPDATE table
[SET | REMOVE] path [= data] […]
WHERE condition [RETURNING returnvalues]
<returnvalues> ::= [ALL OLD | MODIFIED OLD | ALL NEW | MODIFIED NEW] *

파라미터
table
(필수) 수정할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입니다.
##
(필수) 생성하거나 수정할 속성 이름 또는 문서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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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필수) 속성 값 또는 작업의 결과입니다.
SET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LIST_APPEND: 목록 형식에 값을 추가합니다.
• SET_ADD: 숫자 또는 문자열 집합에 값을 추가합니다.
• SET_DELETE: 숫자 또는 문자열 집합에서 값을 제거합니다.
condition
(필수) 수정할 항목의 선택 기준입니다. 이 조건은 단일 기본 키 값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returnvalues
(선택 사항) 항목 속성이 업데이트되기 전이나 후에 표시되는 해당 속성을 가져오려면
returnvalues를 사용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L OLD * - 업데이트 작업 전에 표시된 항목 속성을 모두 반환합니다.
• MODIFIED OLD * - 업데이트 작업 전에 표시된 업데이트된 속성만 반환합니다.
• ALL NEW * - 업데이트 작업 후에 표시되는 항목 속성을 모두 반환합니다.
• MODIFIED NEW * - UpdateItem 작업 후에 표시되는 업데이트된 속성만 반환합니다.

반환 값
이 문은 returnvalues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Note
DynamoDB 테이블의 모든 항목에 대해 UPDATE 문의 WHERE 절이 true로 평가되지 않으면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이 반환됩니다.

예
기존 항목의 속성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속성이 없으면 새로 생성됩니다.
다음 쿼리는 숫자 형식의 속성(AwardsWon)과 맵 형식의 속성(AwardDetail)을 추가하여 "Music" 테이블
에서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UPDATE "Music"
SET AwardsWon=1
SET AwardDetail={'Grammys':[2020, 2018]}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RETURNING ALL OLD *를 추가하여 Update 작업 전에 있던 속성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UPDATE "Music"
SET AwardsWon=1
SET AwardDetail={'Grammys':[2020, 2018]}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RETURNING ALL OLD *

그러면 다음이 반환됩니다.
{

"Items": [
{
"Artist": {
"S": "Acme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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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ongTitle": {
"S": "PartiQL Rocks"
}

RETURNING ALL NEW *를 추가하여 Update 작업 후에 있던 속성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UPDATE "Music"
SET AwardsWon=1
SET AwardDetail={'Grammys':[2020, 2018]}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RETURNING ALL NEW *

그러면 다음이 반환됩니다.
{

"Items": [
{
"AwardDetail": {
"M": {
"Grammys": {
"L": [
{
},
{

}

}

]

}

]

}

"N": "2020"
"N": "2018"

}
},
"AwardsWon": {
"N": "1"
}

다음 쿼리는 AwardDetail.Grammys 목록에 추가하여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UPDATE "Music"
SET AwardDetail.Grammys =list_append(AwardDetail.Grammys,[2016])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다음 쿼리는 AwardDetail.Grammys 목록에서 제거하여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UPDATE "Music"
REMOVE AwardDetail.Grammys[2]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다음 쿼리는 AwardDetail 맵에 "Music"을 추가하여 BillBoard 테이블에서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UPDATE "Music"
SET AwardDetail.BillBoard=[2020]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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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쿼리는 문자열 집합 속성 BandMembers를 추가하여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UPDATE "Music"
SET BandMembers =<<'member1', 'member2'>>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다음 쿼리는 문자열 집합 BandMembers에 newbandmember를 추가하여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을 업데
이트합니다.
UPDATE "Music"
SET BandMembers =set_add(BandMembers, <<'newbandmember'>>)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DynamoDB의 PartiQL delete 문
DELETE 문을 사용하면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기존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Note
항목은 한 번에 하나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삭제하는 단일 DynamoDB PartiQL 문을 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용 PartiQL에서
트랜잭션 수행 (p. 481) 또는 DynamoDB용 PartiQL에서 일괄 작업 실행 (p. 486) 단원을 참조하
세요.
주제
• 구문 (p. 475)
• 파라미터 (p. 475)
• 반환 값 (p. 475)
• 예 (p. 476)

구문
DELETE FROM table
WHERE condition [RETURNING returnvalues]
<returnvalues> ::= ALL OLD *

파라미터
table
(필수) 삭제할 항목이 포함된 DynamoDB 테이블입니다.
condition
(필수) 삭제할 항목의 선택 기준입니다. 이 조건은 단일 기본 키 값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returnvalues
(선택 사항) 항목 속성이 삭제되기 전에 표시된 해당 속성을 가져오려면 returnvalues를 사용합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L OLD * - 이전 항목의 내용이 반환됩니다.

반환 값
이 문은 returnvalues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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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ELETE가 실행된 대상 항목과 기본 키가 같은 항목이 DynamoDB 테이블에 없는 경우 삭제된 항목
이 0개인 SUCCESS가 반환됩니다. 테이블에 기본 키가 같은 항목이 있지만 DELETE 문의 WHERE
절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이 반환됩니다.

예
다음 쿼리는 "Music" 테이블의 항목을 삭제합니다.
DELETE FROM "Music" WHERE "Artist" = 'Acme Band' AND "SongTitle" = 'PartiQL Rocks'

RETURNING ALL OLD *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DELETE FROM "Music" WHERE "Artist" = 'Acme Band' AND "SongTitle" = 'PartiQL Rocks'
RETURNING ALL OLD *

이제 Delete 문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Items": [
{
"Artist": {
"S": "Acme Band"
},
"SongTitle": {
"S": "PartiQL Rocks"
}
}
]

}

DynamoDB의 PartiQL insert 문
INSERT 문을 사용하면 Amazon DynamoDB의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한 번에 하나의 항목만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여러 항목을 삽입하는 단일 DynamoDB PartiQL 문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항목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용 PartiQL에
서 트랜잭션 수행 (p. 481) 또는 DynamoDB용 PartiQL에서 일괄 작업 실행 (p. 486) 단원을 참조
하세요.
주제
• 구문 (p. 476)
• 파라미터 (p. 477)
• 반환 값 (p. 477)
• 예 (p. 477)

구문
단일 항목을 삽입합니다.
INSERT INTO table VALU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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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table
(필수) 데이터를 삽입할 테이블입니다. 이미 있는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item
(필수) PartiQL 튜플로 표시된 유효한 DynamoDB 항목입니다. 항목을 하나만 지정해야 하며 항목의 각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PartiQL에서 작은 따옴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문자열 값도 PartiQL에서 작은 따옴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반환 값
이 문은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Note
DynamoDB 테이블에 삽입되는 항목과 기본 키가 같은 항목이 이미 있는 경우
DuplicateItemException이 반환됩니다.

예
INSERT INTO "Music" value {'Artist' : 'Acme Band','SongTitle' : 'PartiQL Rocks'}

Amazon DynamoDB에서 PartiQL 함수 사용
Amazon DynamoDB의 PartiQL은 SQL 표준 함수의 다음과 같은 기본 제공 변형을 지원합니다.

Note
이 목록에 없는 모든 SQL 함수는 현재 DynamoDB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집계 함수
• Amazon DynamoDB용 PartiQL에서 SIZE 함수 사용 (p. 480)

조건 함수
• DynamoDB용 PartiQL에서 EXISTS 함수 사용 (p. 477)
• DynamoDB용 PartiQL에서 ATTRIBUTE_TYPE 함수 사용 (p. 479)
• DynamoDB용 PartiQL에서 BEGINS_WITH 함수 사용 (p. 478)
• DynamoDB용 PartiQL에서 CONTAINS 함수 사용 (p. 479)
• DynamoDB용 PartiQL에서 MISSING 함수 사용 (p. 479)

DynamoDB용 PartiQL에서 EXISTS 함수 사용
EXISTS를 사용하면 TransactWriteItems API에서 ConditionCheck가 하는 기능을 똑같이 수행할 수 있습
니다. EXISTS 함수는 트랜잭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값이 지정된 경우 값이 비어 있지 않은 컬렉션이면 TRUE를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FALSE를 반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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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함수는 트랜잭션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EXISTS ( statement )

Arguments
##
(필수) 함수가 평가하는 SELECT 문입니다.

Note
SELECT 문은 전체 기본 키와 하나의 다른 조건을 지정해야 합니다.

반환 유형
bool

예시
EXISTS(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 = 'Acme Band' AND "SongTitle" = 'PartiQL Rocks')

DynamoDB용 PartiQL에서 BEGINS_WITH 함수 사용
지정된 속성이 특정 하위 문자열로 시작하는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구문
begins_with(path, value )

Arguments
##
(필수) 사용할 속성 이름 또는 문서 경로입니다.
USD ##
(필수) 검색할 문자열입니다.

반환 유형
bool

예시
SELECT * FROM "Orders" WHERE "OrderID"=1 AND begins_with("Address", '7834 2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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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용 PartiQL에서 MISSING 함수 사용
항목에 지정된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이 함수에는 등식 및 부등식 연산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문
attributename IS | IS NOT

MISSING

Arguments
attributename
(필수) 찾을 속성 이름입니다.

반환 유형
bool

예시
SELECT * FROM Music WHERE "Awards" is MISSING

DynamoDB용 PartiQL에서 ATTRIBUTE_TYPE 함수 사용
지정된 경로의 속성이 특정 데이터 형식인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구문
attribute_type( attributename, type )

Arguments
attributename
(필수) 사용할 속성 이름입니다.
##
(필수) 확인할 속성 형식입니다. 유효한 값 목록은 DynamoDB attribute_type을 참조하세요.

반환 유형
bool

예시
SELECT * FROM "Music" WHERE attribute_type("Artist", 'S')

DynamoDB용 PartiQL에서 CONTAINS 함수 사용
경로에서 지정된 속성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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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하위 문자열을 포함하는 문자열
• 특정 요소를 포함하는 집합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contains 함수를 참조하세요.

구문
contains( path, substring )

Arguments
##
(필수) 사용할 속성 이름 또는 문서 경로입니다.
substring
(필수) 확인할 속성 하위 문자열 또는 집합 멤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contains 함수를 참조
하세요.

반환 유형
bool

예시
SELECT * FROM "Orders" WHERE "OrderID"=1 AND contains("Address", 'Kirkland')

Amazon DynamoDB용 PartiQL에서 SIZE 함수 사용
속성의 크기(바이트)를 나타내는 숫자가 반환됩니다. Size를 사용하는 데 유효한 데이터 형식은 다음과 같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size 함수를 참조하세요.

구문
size( path)

Arguments
##
(필수) 속성 이름 또는 문서 경로입니다.
지원되는 형식은 DynamoDB size 함수를 참조하세요.

반환 유형
int

예시
SELECT * FROM "Orders" WHERE "OrderID"=1 AND size("Image")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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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용 PartiQL 산술, 비교 및 논리 연산자
Amazon DynamoDB의 PartiQL에서는 다음과 같은 SQL 표준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Note
이 목록에 없는 모든 SQL 연산자는 현재 DynamoDB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산술 연산자
연산자

설명

+

Add

-

차감

비교 연산자
연산자

설명

=

같음

<>

같지 않음

>

초과

<

미만

>=

크거나 같음

<=

작거나 같음

논리 연산자
연산자

설명

AND

AND로 구분된 조건이 모두 TRUE이면 TRUE

BETWEEN

피연산자가 비교 범위 이내이면 TRUE

IN

TRUE 피연산자가 표현식 목록 중 하나와 같은 경우
(해시 속성 값 최대 50개 또는 키가 아닌 속성 값 최
대 100개)

IS

피연산자가 지정된 PartiQL 데이터 형식(NULL 또는
MISSING 포함)이면 TRUE

NOT

지정된 부울 식의 값을 반대로 바꿈

OR

OR로 구분된 조건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

DynamoDB용 PartiQL에서 트랜잭션 수행
이 단원에서는 DynamoDB용 PartiQL에서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PartiQL 트랜잭션은 총
100개의 명령문(작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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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트랜잭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Transactions를 사용하여 복잡한 워크플로 관리를
참조하세요.

Note
전체 트랜잭션은 읽기 또는 쓰기 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두 가지를
모두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EXISTS 함수는 예외입니다. TransactWriteItems API 작업의
ConditionCheck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항목 속성의 조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
• 구문 (p. 482)
• 파라미터 (p. 482)
• 반환 값 (p. 482)
• 예 (p. 483)

구문
[

]

{

"Statement":" statement ",
"Parameters":[
{
" parametertype " : " parametervalue "
}, ...]
} , ...

파라미터
##
(필수) DynamoDB용 PartiQL에서 지원되는 문입니다.

Note
전체 트랜잭션은 읽기 또는 쓰기 문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두 가지를 모두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parametertype
(선택 사항) ParitPartiQL 문을 지정할 때 파라미터가 사용된 경우 DynamoDB 형식입니다.
parametervalue
(선택 사항) PartiQL 문을 지정할 때 파라미터가 사용된 경우 파라미터 값입니다.

반환 값
이 문은 쓰기 작업(INSERT, UPDATE 또는 DELETE)에 대한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WHERE 절에
지정된 조건에 따라 읽기 작업 (SELECT) 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반환합니다.

Note
Singleton INSERT, UPDATE 또는 DELETE 작업 중 하나에서 오류를 반환하는 경우 트랜잭션이
TransactionCanceledException 예외로 취소되고 취소 이유 코드에 개별 singleton 작업의 오
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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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다음 예는 여러 문을 트랜잭션으로 실행합니다.
AWS CLI
1.

다음 JSON 코드를 partiql.json이라는 파일에 저장합니다.
[

{

"Statement": "EXISTS(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Call Me Today' and Awards is MISSING)"
},
{
"Statement": "INSERT INTO Music value {'Artist':?,'SongTitle':'?'}",
"Parameters": [{"S": "Acme Band"}, {"S": "Best Song"}]
},
{
"Statement": "UPDATE "Music" SET AwardsWon=1 SET AwardDetail={'Grammys':
[2020, 2018]}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
]

2.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dynamodb execute-transaction --transact-statements

file://partiql.json

Java
public class DynamoDBPartiqlTransaction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Create the DynamoDB Client with the region you want
AmazonDynamoDB dynamoDB = createDynamoDbClient("us-west-2");
try {
// Create ExecuteTransactionRequest
ExecuteTransactionRequest executeTransactionRequest =
createExecuteTransactionRequest();
ExecuteTransactionResult executeTransactionResult =
dynamoDB.executeTransaction(executeTransactionRequest);
System.out.println("ExecuteTransaction successful.");
// Handle executeTransactionResult

}

} catch (Exception e) {
handleExecuteTransactionErrors(e);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 createDynamoDbClient(String region) {
return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
private static ExecuteTransactionRequest createExecuteTransactionRequest() {
ExecuteTransactionRequest request = new ExecuteTransactionRequest();
// Create statements
List<ParameterizedStatement> statements = getPartiQLTransactionStatements();

}

request.setTransactStatements(statements);
retur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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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List<ParameterizedStatement> getPartiQLTransactionStatements() {
List<ParameterizedStatement> statements = new
ArrayList<ParameterizedStatement>();
statements.add(new ParameterizedStatement()
.withStatement("EXISTS(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Call Me Today' and Awards is MISSING)"));
statements.add(new ParameterizedStatement()
.withStatement("INSERT INTO "Music" value
{'Artist':'?','SongTitle':'?'}")
.withParameters(new AttributeValue("Acme Band"),new
AttributeValue("Best Song")));
statements.add(new ParameterizedStatement()
.withStatement("UPDATE "Music" SET AwardsWon=1 SET
AwardDetail={'Grammys':[2020, 2018]}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

return statements;

// Handles errors during ExecuteTransaction execution. Use recommendations in error
messages below to add error handling specific to
// your application use-case.
private static void handleExecuteTransactionErrors(Exception exception) {
try {
throw exception;
} catch (TransactionCanceledException tce) {
System.out.println("Transaction Cancelled, implies a client issue, fix
before retrying. Error: " + tce.getErrorMessage());
} catch (TransactionInProgressException tipe) {
System.out.println("The transaction with the given request token is already
in progress, consider changing " +
"retry strategy for this type of error. Error: " +
tipe.getErrorMessage());
} catch (IdempotentParameterMismatchException ipme) {
System.out.println("Request rejected because it was retried with a
different payload but with a request token that was already used, " +
"change request token for this payload to be accepted. Error: " +
ipme.getErrorMessage());
} catch (Exception e) {
handleCommonErrors(e);
}
}
private static void handleCommonErrors(Exception exception) {
try {
throw exception;
} catch (InternalServerErrorException isee) {
System.out.println("Internal Server Error, generally safe to retry with
exponential back-off. Error: " + isee.getErrorMessage());
} catch (RequestLimitExceededException rlee) {
System.out.println("Throughput exceeds the current throughput limit for
your account, increase account level throughput before " +
"retrying. Error: " + rlee.getErrorMessage());
} catch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ptee) {
System.out.println("Request rate is too high. If you're using a custom
retry strategy make sure to retry with exponential back-off. " +
"Otherwise consider reducing frequency of requests or increasing
provisioned capacity for your table or secondary index. Error: " +
ptee.getErrorMessage());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rnfe) {
System.out.println("One of the tables was not found, verify table exists
before retrying. Error: " + rnfe.getError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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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ase) {
System.out.println("An AmazonServiceException occurred, indicates that the
request was correctly transmitted to the DynamoDB " +
"service, but for some reason, the service was not able to process it,
and returned an error response instead. Investigate and " +
"configure retry strategy. Error type: " + ase.getErrorType() + ".
Error message: " + ase.getErrorMessage());
} catch (AmazonClientException ace) {
System.out.println("An AmazonClientException occurred, indicates that the
client was unable to get a response from DynamoDB " +
"service, or the client was unable to parse the response from the
service. Investigate and configure retry strategy. "+
"Error: " + ace.getMessage());
} catch (Exception e) {
System.out.println("An exception occurred, investigate and configure retry
strategy. Error: " + e.getMessage());
}
}
}

다음 예제에서는 DynamoDB가 WHERE 절에 지정된 조건이 다른 항목을 읽을 때 서로 다른 반환 값을 보여
줍니다.
AWS CLI
1.

다음 JSON 코드를 partiql.json이라는 파일에 저장합니다.
[

// Item exists and projected attribute exists
{
"Statement":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Call Me Today'"
},
// Item exists but projected attributes do not exist
{
"Statement": "SELECT non_existent_projected_attribute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You Know' and SongTitle='Call Me Today'"
},
// Item does not exist
{
"Statement":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No One I Know' and
SongTitle='Call You Today'"
}

]

2.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
aws dynamodb execute-transaction --transact-statements

3.

다음 응답이 반환됩니다.
{

"Responses": [
// Item exists and projected attribute exists
{
"Item": {
"Artist":{
"S": "No One You Know"
},
"SongTitle":{
"S": "Call Me Today"

API 버전 2012-08-10
485

file://partiql.json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PartiQL 쿼리 언어

}

}

]

}

},
// Item exists but projected attributes do not exist
{
"Item": {}
},
// Item does not exist
{}

DynamoDB용 PartiQL에서 일괄 작업 실행
이 단원에서는 DynamoDB용 PartiQL에서 배치 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e
• 전체 배치는 읽기 문이나 쓰기 문 중 하나로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배치에서 두 문을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BatchExecuteStatement 및 BatchWriteItem으로 배치당 25개 이하의 문을 실행할 수 있습
니다.
주제
• 구문 (p. 486)
• 파라미터 (p. 486)
• 예 (p. 487)

구문
[

]

{

"Statement":" statement ",
"Parameters":[
{
" parametertype " : " parametervalue "
}, ...]
} , ...

파라미터
##
(필수) DynamoDB용 PartiQL에서 지원되는 문입니다.

Note
• 전체 배치는 읽기 문이나 쓰기 문 중 하나로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배치에서 두 문을 함께 사
용할 수는 없습니다.
• BatchExecuteStatement 및 BatchWriteItem으로 배치당 25개 이하의 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parametertype
(선택 사항) ParitPartiQL 문을 지정할 때 파라미터가 사용된 경우 DynamoDB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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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value
(선택 사항) PartiQL 문을 지정할 때 파라미터가 사용된 경우 파라미터 값입니다.

예
AWS CLI
1.

다음 json을 partiql.json이라는 파일에 저장합니다.
[

{
},
{

"Statement": "INSERT INTO "Music" value {'Artist':'?','SongTitle':'?'}",
"Parameters": [{"S": "Acme Band"}, {"S": "Best Song"}]

"Statement": "UPDATE "Music" SET AwardsWon=1 SET AwardDetail={'Grammys':
[2020, 2018]}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
]

2.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dynamodb 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file://partiql.json

Java
public class DynamoDBPartiqlBatch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 Create the DynamoDB Client with the region you want
AmazonDynamoDB dynamoDB = createDynamoDbClient("us-west-2");
try {
// Create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createBatchExecuteStatementRequest();
BatchExecuteStatementResult batchExecuteStatementResult =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batchExecuteStatementRequest);
System.out.println("BatchExecuteStatement successful.");
// Handle batchExecuteStatementResult

}

} catch (Exception e) {
handleBatchExecuteStatementErrors(e);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 createDynamoDbClient(String region) {
}

return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private static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create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request = 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Create statements
List<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s = getPartiQLBatchStatements();

}

request.setStatements(statements);
return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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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List<BatchStatementRequest> getPartiQLBatchStatements() {
List<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s = new
ArrayList<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s.add(new BatchStatementRequest()
.withStatement("INSERT INTO "Music" value
{'Artist':'Acme Band','SongTitle':'PartiQL Rocks'}"));
statements.add(new BatchStatementRequest()
.withStatement("UPDATE "Music" set
AwardDetail.BillBoard=[2020] where Artist='Acme Band' and SongTitle='PartiQL
Rocks'"));
}

return statements;

// Handles errors during BatchExecuteStatement execution. Use recommendations in
error messages below to add error handling specific to
// your application use-case.
private static void handleBatchExecuteStatementErrors(Exception exception) {
try {
throw exception;
} catch (Exception e) {
// There are no API specific errors to handle for BatchExecuteStatement,
common DynamoDB API errors are handled below
handleCommonErrors(e);
}
}
private static void handleCommonErrors(Exception exception) {
try {
throw exception;
} catch (InternalServerErrorException isee) {
System.out.println("Internal Server Error, generally safe to retry with
exponential back-off. Error: " + isee.getErrorMessage());
} catch (RequestLimitExceededException rlee) {
System.out.println("Throughput exceeds the current throughput limit for
your account, increase account level throughput before " +
"retrying. Error: " + rlee.getErrorMessage());
} catch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ptee) {
System.out.println("Request rate is too high. If you're using a custom
retry strategy make sure to retry with exponential back-off. " +
"Otherwise consider reducing frequency of requests or increasing
provisioned capacity for your table or secondary index. Error: " +
ptee.getErrorMessage());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rnfe) {
System.out.println("One of the tables was not found, verify table exists
before retrying. Error: " + rnfe.getError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ase) {
System.out.println("An AmazonServiceException occurred, indicates that the
request was correctly transmitted to the DynamoDB " +
"service, but for some reason, the service was not able to process it,
and returned an error response instead. Investigate and " +
"configure retry strategy. Error type: " + ase.getErrorType() + ".
Error message: " + ase.getErrorMessage());
} catch (AmazonClientException ace) {
System.out.println("An AmazonClientException occurred, indicates that the
client was unable to get a response from DynamoDB " +
"service, or the client was unable to parse the response from the
service. Investigate and configure retry strategy. "+
"Error: " + ace.getMessage());
} catch (Exception e) {
System.out.println("An exception occurred, investigate and configure retry
strategy. Error: " + e.get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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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oDB용 PartiQL을 사용하는 IAM 보안 정책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 DynamoDB용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을 읽으려면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dynamodb:PartiQLSelec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용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을 삽입하려면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dynamodb:PartiQLInser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용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하려면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dynamodb:PartiQLUpdat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용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을 삭제하려면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dynamodb:PartiQLDelet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 테이블에서 모든 DynamoDB용 PartiQL 문(Select/Insert/Update/Delete) 허용
다음 IAM 정책은 테이블에서 모든 DynamoDB용 PartiQL 문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
"dynamodb:PartiQLInsert",
"dynamodb:PartiQLUpdate",
"dynamodb:PartiQLDelete",
"dynamodb:PartiQLSelect"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

예: 테이블에서 DynamoDB용 PartiQL select 문 허용
다음 IAM 정책은 특정 테이블에서 select 문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
"dynamodb:PartiQLSelect"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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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테이블에서 DynamoDB용 PartiQL insert 문 허용
다음 IAM 정책은 특정 인덱스에서 insert 문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
"dynamodb:PartiQLInsert"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index/index1"
]
}
]

예: 테이블에서 DynamoDB용 PartiQL 트랜잭션 문만 허용
다음 IAM 정책은 특정 테이블에서 트래잭션 문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
"dynamodb:PartiQLInsert",
"dynamodb:PartiQLUpdate",
"dynamodb:PartiQLDelete",
"dynamodb:PartiQLSelect"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Condition":{
"StringEquals":{
"dynamodb:EnclosingOperation":[
"ExecuteTransaction"
]
}
}
}
]

예: 테이블에서 DynamoDB용 PartiQL 비트랜잭션 읽기 및 쓰기는 허용하고
PartiQL 트랜잭션 읽기 및 쓰기는 차단
다음 IAM 정책은 DynamoDB용 PartiQL 비트랜잭션 읽기 및 쓰기를 실행할 권한은 부여하고 DynamoDB용
PartiQL 트랜잭션 읽기 및 쓰기는 차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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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ffect":"Deny",
"Action":[
"dynamodb:PartiQLInsert",
"dynamodb:PartiQLUpdate",
"dynamodb:PartiQLDelete",
"dynamodb:PartiQLSelect"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Condition":{
"StringEquals":{
"dynamodb:EnclosingOperation":[
"ExecuteTransaction"
]
}
}
"Effect":"Allow",
"Action":[
"dynamodb:PartiQLInsert",
"dynamodb:PartiQLUpdate",
"dynamodb:PartiQLDelete",
"dynamodb:PartiQLSelect"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예: DynamoDB용 PartiQL에서 select 문은 허용하고 전체 테이블 스캔 문은 거부
다음 IAM 정책은 특정 테이블에서 select 문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고 전체 테이블이 스캔되는
select 문은 차단합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Deny",
"Action":[
"dynamodb:PartiQLSelect"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WatchList"
],
"Condition":{
"Bool":{
"dynamodb:FullTableScan":[
"true"
]
}
}
},
{
"Effect":"Allow",
"Action":[
"dynamodb:PartiQLSelect"
],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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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WatchList"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향상
주제
• DynamoDB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494)
• 로컬 보조 인덱스 (p. 533)
Amazon DynamoDB는 기본 키 값을 지정하여 테이블의 항목에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
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주요 키가 아닌 속성을 가진 데이터에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
기 위해 하나 이상의 보조(또는 대체) 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보조 인덱
스를 생성하고 이 인덱스에 대해 Query 또는 Scan 요청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 인덱스는 Query 작업을 지원하는 대체 키와 함께 테이블의 속성 하위 집합을 포함하는 데이터 구조입
니다. 테이블에서 Query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Query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 여러 개의 보조 인덱스를 포함할 수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여러 쿼
리 패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또한 테이블을 Scan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인덱스를 Scan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 인덱스는 정확히 하나의 테이블과 연결되어 해당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를 인덱스의
기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인덱스를 생성할 때 인덱스 파티션 및 정렬 키로 대체 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프로젝션하거나 복사하려는 속성을 정의합니다. DynamoDB는 이 속성을 기
본 테이블의 기본 키 속성과 함께 인덱스로 복사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쿼리하거나 스캔하는 것처럼 인덱
스를 쿼리하거나 스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 인덱스는 DynamoDB에서 자동으로 유지 관리됩니다. 기본 테이블의 항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
할 때 해당 테이블의 모든 인덱스도 업데이트되어 이 변경 사항이 반영됩니다.
DynamoDB는 두 종류의 보조 인덱스를 지원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 - 파티션 키와 정렬 키와 기본 테이블과 다를 수 있는 인덱스입니다. 모든 파티션에서
인덱스의 쿼리가 기본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글로벌하게 간주
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기본 테이블과 별개로 자체 파티션 공간에 저장되며 기본 테이블과는 별도
로 크기 조정됩니다.
• 로컬 보조 인덱스 - 기본 테이블과 파티션 키는 동일하지만 정렬 키가 다른 인덱스입니다. 로컬 보조 인덱
스는 로컬 보조 인덱스의 모든 파티션이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갖는 기본 테이블 파티션으로 한정된다는
의미에서 "로컬"이라고 합니다.
사용할 인덱스 유형을 결정할 때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와 로컬 보조 인덱스 간의 주된 차이점을 보여 줍니다.
특성

글로벌 보조 인덱스

로컬 보조 인덱스

키 스키마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기본 키는
단순 기본 키(파티션 키)이거나 복

로컬 보조 인덱스의 기본 키는 반
드시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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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글로벌 보조 인덱스

로컬 보조 인덱스

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
일 수 있습니다.
키 속성

인덱스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있을
경우)는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형식의 기본 테이블 속성일 수 있
습니다.

인덱스의 파티션 키는 기본 테이
블의 파티션 키와 동일한 속성입
니다. 정렬 키는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형식의 기본 테이블 속성
일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 값당 크기 제한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는 크기 제
한이 없습니다.

파티션 키 값마다 인덱싱된 모든
항목의 전체 크기가 10GB 이하여
야 합니다.

온라인 인덱스 작업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동시에 생성될 수 있습
니다. 새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기
존 테이블에 추가하거나 기존 글
로벌 보조 인덱스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관리 (p. 502)을 참
조하십시오.

로컬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을 생
성할 때 동시에 생성됩니다. 기존
테이블에 로컬 보조 인덱스를 추
가할 수도 없고 현재 있는 로컬 보
조 인덱스를 삭제할 수도 없습니
다.

쿼리 및 파티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면
모든 파티션에서 전체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면 쿼
리에서 파티션 키 값으로 지정하
는 단일 파티션을 쿼리할 수 있습
니다.

읽기 일관성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쿼리는 최
종 일관성만 지원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를 쿼리할 때는
최종 일관성 또는 강력한 일관성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소비

글로벌 보조 인덱스마다 읽기 및
쓰기 활동에 대한 고유한 프로비
저닝된 처리량 설정이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쿼리 및 스
캔은 기본 테이블이 아니라 인덱
스의 용량 단위를 소비합니다. 테
이블 쓰기로 인한 글로벌 보조 인
덱스 업데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의 쿼리 또는 스
캔은 기본 테이블의 읽기 용량 단
위를 소비합니다. 테이블에 쓸 때
해당 로컬 보조 인덱스도 업데이
트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기본 테
이블의 쓰기 용량 단위를 소비합
니다.

프로젝션 속성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또는 스
캔에서는 인덱스로 프로젝션되
는 속성만 요쳥할 수 있습니다.
DynamoDB가 테이블에서는 어떤
속성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를 쿼리 또는 스
캔하는 경우에는 인덱스로 프로젝
션되지 않는 속성만 요쳥할 수 있
습니다. DynamoDB가 테이블에서
이러한 속성을 자동으로 가져옵니
다.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을 2개 이상 생성하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이 ACTIVE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음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이 ACTIVE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을 2개 이상 동시에 생성하면 DynamoDB에서
LimitExceededException을 반환합니다.
각 보조 인덱스에 대해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생성할 인덱스의 유형, 즉 글로벌 보조 인덱스 또는 로컬 보조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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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의 이름. 인덱스의 이름 지정 규칙은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
량 (p. 1264)에 나온 대로 테이블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이름은 연관된 기본 테이블에 대해 고유해야 하지
만 다른 기본 테이블과 연관된 인덱스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덱스의 키 스키마. 인덱스 키 스키마의 모든 속성은 String, Number 또는 Binary 형식의 최상위 속성
이어야 합니다. 문서, 집합 등 다른 데이터 형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키 스키마의 다른 요구 사항은 인덱
스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경우 파티션 키는 기본 테이블의 스칼라 속성일 수 있습니다. 정렬 키는 선택적이
며 역시 기본 테이블의 스칼라 속성일 수 있습니다.
• 로컬 보조 인덱스의 경우 파티션 키는 기본 테이블의 파티션 키와 동일해야 하며 정렬 키는 키가 아닌 기
본 테이블 속성이어야 합니다.
• 기본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프로젝션할 추가 속성(있는 경우). 테이블 키 속성 외에 이 속성도 모든 인덱스
에 자동으로 프로젝션됩니다. 스칼라, 문서, 집합을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 형식의 속성을 프로젝션할 수 있
습니다.
• 필요할 경우 인덱스의 프로비저닝 처리량 설정:
•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경우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할당 처리량 설정은 기
본 테이블의 설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 로컬 보조 인덱스의 경우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 설정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의
읽기 및 쓰기 작업은 기본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활용합니다.
쿼리 유연성을 극대화하도록 테이블당 최대 20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기본 할당량)와 최대 5개의 로컬 보
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AWS 리전의 경우 테이블당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할당량은 5개입니다.
• AWS GovCloud(미국 동부)
• AWS GovCloud(미국 서부)
• 유럽(스톡홀름)
테이블의 보조 인덱스에 대한 상세 목록을 가져오려면 DescribeTable 작업을 사용합니다.
DescribeTable은 테이블에 있는 모든 보조 인덱스의 이름, 스토리지 크기 및 항목 수를 반환합니다. 이 값
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지만 거의 6시간마다 새로 고쳐집니다.
Query 또는 Scan 작업을 사용하여 보조 인덱스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인덱스
의 이름과 기본 테이블의 이름, 결과에 반환할 속성, 적용할 조건 표현식 또는 필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는 결과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삭제할 때 테이블과 연관된 모든 인덱스도 삭제됩니다.
모범 사례는 DynamoDB의 보조 인덱스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 (p. 1178)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서로 다른 속성을 쿼리 기준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쿼리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고 Amazon DynamoDB
에서 이 인덱스에 대해 Query 요청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시나리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495)
• 속성 프로젝션 (p. 498)
•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데이터 읽기 (p. 499)
• 테이블과 글로벌 보조 인덱스 간 데이터 동기화 (p. 500)
•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테이블 클래스 (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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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p. 500)
•
•
•
•
•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스토리지 고려 사항 (p. 501)
글로벌 보조 인덱스 관리 (p. 502)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작업: Java (p. 513)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작업: .NET (p. 521)
글로벌 보조 인덱스 작업: AWS CLI (p. 531)

시나리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와 점수를 추적하는 GameScores라는 테이블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
겠습니다. GameScores의 각 항목은 파티션 키(UserId)와 정렬 키(GameTitle)로 식별됩니다. 다음 그림
은 테이블에서 항목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일부 속성만 표시)

이제 각 게임의 최고 점수를 표시하는 순위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려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키
속성(UserId 및 GameTitle)을 지정한 쿼리는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에서
GameTitle만을 토대로 GameScores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야 할 경우에는 Scan 작업을 사용해야 할 수 있
습니다.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할수록 전체 데이터 스캔이 느려지고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Meteor Blasters 게임의 최고 기록 점수
• Galaxy Invaders의 최고 점수 기록 보유자
• 최고 승률
키가 아닌 속성에 대한 쿼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
스는 기본 테이블의 속성 중 일부를 포함하지만 테이블과 다른 기본 키를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인덱스 키는
테이블의 키 속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이블과 동일한 키 스키마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티션 키가 GameTitle이고 정렬 키가 TopScore인 GameTitleIndex라는 글로벌 보조 인덱
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 속성이 언제나 인덱스로 프로젝션되므로 UserId 속성이
함께 표시됩니다. 다음 그림은 GameTitleIndex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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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GameTitleIndex를 쿼리하여 Meteor Blasters의 점수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과는 정렬 키 값
TopScore로 정렬됩니다. ScanIndexForward 파라미터를 false로 설정하는 경우 결과가 내림차순으로 반
환되어 가장 높은 점수가 가장 먼저 반환됩니다.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는 파티션 키가 있어야 하며 선택 사항으로 정렬 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덱스
키 스키마는 기본 테이블 스키마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기본 키(파티션 키)를 사용하는 테이블이 있을 때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를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만들거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인덱
스 키 속성은 기본 테이블에서 나온 모든 최상위 수준 String, Number 또는 Binary 속성으로 구성될 수 있
습니다. 다른 스칼라 유형, 문서 유형 및 집합 유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본 테이블 속성을 인덱스로 프로젝션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를 쿼리할 경우 DynamoDB에서 이와
같이 프로젝션된 속성을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는 기본 테이블에
서 속성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듯이 GameTitleIndex을 쿼리하는 경
우, TopScore 이외의 어떤 키가 아닌 속성에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키 속성 GameTitle와 UserId은 자
동으로 프로젝션됨에도 불구하고).
DynamoDB 테이블에서 각 키 값은 고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키 값은 고유할 필요가 없
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새로운 사용자들이 도전하지만 0점을 넘지 못하는 특히 어려운 Comet Quest라는 게
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UserId

GameTitle

TopScore

123

Comet Quest

0

201

Comet Ques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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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d

GameTitle

TopScore

301

Comet Quest

0

이 데이터가 GameScores 테이블에 추가되면 DynamoDB가 이를 GameTitleIndex에 전파합니다.
GameTitle에 Comet Quest를 사용하고 TopScore에 0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쿼리하면 다음 데이터가 반환
됩니다.

지정된 키 값을 가진 항목만 응답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데이터 집합 내에서 항목들은 특정한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해당 키 속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 항목만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GameScores
테이블에 새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되 필요한 기본 키 속성만 제공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UserId

GameTitle

400

Comet Quest

TopScore 속성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DynamoDB가 이 항목을 GameTitleIndex에 전파하지 않습니다.
라서, 모든 Comet Quest 항목에 대해 GameScores를 쿼리하면 다음 4개 항목이 반환됩니다.

그러나 GameTitleIndex로 유사한 쿼리를 실행할 경우 4개가 아닌 3개 항목이 반환됩니다. 그 이유는 존재
하지 않는 TopScore를 보유한 항목은 인덱스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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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프로젝션
프로젝션은 테이블에서 보조 인덱스로 복사되는 속성 집합입니다. 테이블의 파티션 키와 정렬 키는 항상 인
덱스로 프로젝션되지만, 다른 속성을 프로젝션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쿼리 요건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덱스에 쿼리를 실행할 때는 마치 속성이 자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Amazon DynamoDB
가 프로젝션의 모든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인덱스에 프로젝션될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KEYS_ONLY - 인덱스의 각 항목은 테이블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값, 그리고 인덱스 키 값으로만 구성됩니
다. KEYS_ONLY 옵션은 보조 인덱스의 크기를 최소화합니다.
• INCLUDE – KEYS_ONLY에서 설명한 속성 외에도 지정하는 키가 아닌 다른 속성이 보조 인덱스에 포함됩
니다.
• ALL – 보조 인덱스에 소스 테이블의 모든 속성이 포함됩니다. 모든 테이블 데이터가 인덱스에 복제되므로
ALL 프로젝션은 보조 인덱스의 크기를 최대화합니다.
이전 다이어그램에서 GameTitleIndex에는 프로젝션된 하나의 속성 UserId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
리케이션이 쿼리의 GameTitle와 TopScore를 사용하여 각 게임의 최고 득점자의 UserId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최고 득점자의 승패 격차의 최대 비율을 효율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확인하려면 기
본 테이블에서 추가 쿼리를 실행하여 각 최고 득점자의 승패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쿼리를 지원
하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속성을 기본 테이블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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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아닌 속성 Wins과 Losses는 인덱스로 프로젝션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게임 또는 모든 게
임과 사용자 ID 조합에 대해 승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할 경우에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 간 균형을 고
려해야 합니다.
• 대기 시간이 가장 낮은 몇 개의 속성만 액세스해야 할 경우 해당 속성만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하
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작을수록 스토리지 비용과 쓰기 비용이 절감됩니다.
• 애플리케이션이 키가 아닌 일부 속성에 빈번하게 액세스할 경우 해당 속성을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
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추가 스토리지 비용이 빈번한 테이블 스캔 수행으
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경제적입니다.
• 키가 아닌 속성 대부분에 자주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속성이나 심지어 전체 기본 테이블을 글로벌 보
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연성이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스토리지 비용이 심지
어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에 빈번하게 쿼리하지 않지만 테이블 데이터에 대해 많은 쓰기 또는 업데이트 작업
을 수행해야 할 경우 KEYS_ONLY를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크기는 최소화
되지만 쿼리 작업에 필요할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데이터 읽기
Query 및 Scan 작업을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항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GetItem 및
BatchGetItem 작업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Query 작업을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서는 사
용하려는 인덱스의 이름과 기본 테이블의 이름, 쿼리 결과에 반환할 속성, 적용할 쿼리 조건을 지정해야 합니
다. DynamoDB는 결과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순위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게임 데이터를 요청하는 Query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반환된 경우를 가정
해 보세요.
{

}

"TableName": "GameScores",
"IndexName": "GameTitleIndex",
"KeyConditionExpression": "GameTitle = :v_title",
"ExpressionAttributeValues": {
":v_title": {"S": "Meteor Blasters"}
},
"ProjectionExpression": "UserId, TopScore",
"ScanIndexForward": false

이 쿼리에서
• DynamoDB는 GameTitle 파티션 키로 Meteor Blassts의 인덱스 항목을 찾아 GameTitleIndex에 액세스합
니다. 이 키가 있는 모든 인덱스 항목은 빠른 검색을 위해 인접한 상태로 저장됩니다.
• 이 게임에서 DynamoDB는 인덱스를 사용하여 이 게임의 모든 사용자 ID와 최고 점수에 액세스합니다.
• 결과가 반환되고, ScanIndexForward 파라미터가 false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검색
Scan 작업을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기본 테이블 이
름과 인덱스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DynamoDB는 Scan을 사용하여 인덱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읽고 애
플리케이션에 반환합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만 반환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무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49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그러려면 Scan 작업의 FilterExpression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캔에 대한 필터 표현
식 (p. 441)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과 글로벌 보조 인덱스 간 데이터 동기화
DynamoDB는 각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기본 테이블과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에
서 항목을 쓰거나 삭제하면 해당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최종적으로 일관된 모델을 사용하여 비
동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인덱스에 직접 쓰기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DynamoDB가 이러한 인덱스를 유지하는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기본 테이블에서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상속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읽기/쓰기 용량 모
드 변경 시 고려 사항 (p. 282)을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하나 이상의 인덱스 키 속성과 해당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다시 말
해, 기본 테이블에 항목을 쓸 때마다 해당 속성의 데이터 형식이 인덱스 키 스키마의 데이터 형식과 일치해
야 합니다. GameTitleIndex의 경우, 인덱스의 GameTitle 파티션 키가 String 데이터 유형으로 정의
됩니다. 인덱스의 TopScore 정렬 키는 유형이 Number입니다. GameScores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하고
GameTitle 또는 TopScore에 다른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경우 DynamoDB에서 데이터 형식 불일치로 인
해 ValidationException을 반환합니다.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해당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최종 일관성 방식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해당 테이블 데이터의 변경 사항은 거의 밀리초 수준으로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간혹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긴 적용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쿼리가 최신이 아닌 결과를 반환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어
야 합니다.
테이블에 항목을 쓸 경우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 정렬 키의 속성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GameTitleIndex의 경우, GameScores 테이블에 새 항목을 쓰기 위해 TopScore 속성의 값을 지정할 필
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DynamoDB는 이 특정 항목의 인덱스에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많은 테이블은 인덱스가 적은 테이블보다 쓰기 작업에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세한 정보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p. 500)을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테이블 클래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항상 기본 테이블과 동일한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테이블에 대해 새 글로벌 보
조 인덱스가 추가될 때마다 새 인덱스는 기본 테이블과 동일한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테이블의 테이
블 클래스가 업데이트되면 연결된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도 업데이트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프로비저닝된 모드 테이블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해당 인덱스에 예상되는 워크로드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 값은 기본 테이
블의 설정 값과 별개입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Query 작업은 기본 테이블이 아닌 인덱스에서 읽기 용량
단위를 소비합니다.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면 해당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도 업
데이트됩니다. 이러한 인덱스 업데이트에서는 기본 테이블이 아닌 인덱스의 용량 단위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Query하고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을 초과할 경우 요청이 제한됩니다. 테
이블에 많은 쓰기 작업을 수행하지만 해당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쓰기 용량이 부족할 경우 테이블
의 쓰기 작업이 제한됩니다.

Note
잠재적 조절을 피하기 위해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용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은 새로운 업데이트로
기본 테이블과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모두 쓰여지기 때문에 기본 테이블의 쓰기 용량 이상이어야 합
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확인하려면 DescribeTable 작업을 사용합니다. 테이
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세부 정보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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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용량 단위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를 지원하며, 각각 읽기 용량 단위의 절반을 소비합니다. 즉,
단일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는 읽기 용량 단위당 최대 2 × 4KB = 8KB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의 경우 DynamoDB는 테이블에 대한 쿼리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비저닝된 읽기 작
업을 계산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기본 테이블 항목의 크기가 아닌 인덱스 항목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이 이
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읽기 용량 단위의 수는 반환된 모든 항목에서 프로젝션된 모든 속성 크기의 합계입니
다. 그런 다음 결과가 다음 4KB 경계로 반올림됩니다. DynamoDB에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계산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단원을 참조하세요.
Query 작업에서 반환된 결과의 최대 크기는 1MB입니다. 여기에는 반환된 모든 항목의 속성 이름 및 값의 크
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각 항목에 2,000바이트의 데이터가 포함된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인
덱스를 Query했을 때 쿼리의 KeyConditionExpression이 8개 항목과 일치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일치
하는 항목의 총 크기는 2,000바이트 × 8개 항목 = 16,000바이트입니다. 그런 다음 결과가 가장 가까운 4KB
경계로 반올림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는 최종적으로 일관되므로 총 비용은 0.5 × (16KB/4KB), 즉 2
읽기 용량 단위입니다.

쓰기 용량 단위
테이블의 항목을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영향을 받을 경우 글로벌 보
조 인덱스에서 작업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를 소비합니다. 쓰기의 총 할당된 처리량 비용은 기본 테
이블에 쓰기 작업으로 소비된 쓰기 용량 단위와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업데이트하여 소비된 쓰기 용량 단위
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테이블 쓰기의 경우 인덱스에서 쓰기
용량이 소비되지 않습니다.
테이블 쓰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및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프로비저닝 처리량 설정에 쓰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쓰기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테이블에 대한 쓰기가 제한됩니
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항목을 쓰는 비용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덱싱된 속성을 정의하는 테이블에 새 항목을 쓰거나 이전에 정의되지 않은 인덱싱된 속성을 정의하도록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항목을 인덱스에 넣으려면 1번의 쓰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 테이블을 업데이트하여 인덱스 키 속성 값이 A에서 B로 변경될 경우 두 번의 쓰기, 즉, 인덱스에서 이전 항
목을 삭제하는 쓰기와 새 항목을 인덱스에 추가하는 쓰기가 필요합니다.
• 항목이 인덱스에 있지만 테이블 쓰기로 인해 인덱스 속성이 삭제된 경우 인덱스에서 기존 항목 프로젝션을
삭제하는 한 번의 쓰기가 필요합니다.
• 항목이 업데이트되기 전후에 인덱스에 항목이 없을 경우 인덱스에 추가 쓰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테이블을 업데이트하여 인덱스 키 스키마에 프로젝션된 속성 값이 변경되었지만 인덱스 키 속성 값이 변경
되지 않은 경우 인덱스에 프로젝션된 속성 값을 업데이트하는 한 번의 쓰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인덱스에 있는 각 항목의 크기가 쓰기 용량 단위를 계산하기 위한 1KB 항목 크기보다 작
거나 같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보다 큰 인덱스 항목에서는 추가 쓰기 용량 단위가 필요합니다. 쿼리에서 어
떤 속성을 반환해야 하는지 고려하고 해당 속성만 인덱스에 프로젝션함으로써 쓰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
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스토리지 고려 사항
애플리케이션에서 테이블에 항목을 쓰는 경우 DynamoDB는 해당 속성이 표시되어야 하는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올바른 속성 하위 집합을 자동으로 복사합니다. AWS 계정에는 기본 테이블의 항목 스토리지 및 해
당 테이블에 있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속성 스토리지 비용이 청구됩니다.
인덱스 항목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양은 다음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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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테이블 기본 키(파티션 및 정렬 키)의 크기(바이트)
• 인덱스 키 속성의 크기(바이트)
• 프로젝션된 속성(있는 경우)의 크기(바이트)
• 인덱스 항목당 오버헤드의 100바이트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추정하려면 인덱스의 평균 항목 크기를 추정한 다음 기본 테이
블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키 속성이 있는 항목의 수를 곱합니다.
테이블에 특정 속성이 정의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속성이 인덱스 파티션 키 또는 정렬 키로
정의된 경우 DynamoDB에서 해당 항목의 데이터를 인덱스에 쓰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관리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 수정 및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p. 502)
•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설명 (p. 503)
• 기존 테이블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추가 (p. 503)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삭제 (p. 505)
• 생성 중 글로벌 보조 인덱스 수정 (p. 506)
• 인덱스 키 위반 검색 및 수정 (p. 506)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CreateTable 작업에
GlobalSecondaryIndexes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쿼리 유연성을 극대화하도록 테이블당 최대 20
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기본 할당량)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 파티션 키의 역할을 할 속성 한 가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인덱스 정렬 키에 또 하나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가지 키 속성 중 하나가 테이블의 키 속성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GameScores 테이블(DynamoDB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494) 참조)에서
는 TopScore와 TopScoreDateTime 둘 다 키 속성이 아닙니다. 파티션 키가 TopScore이고 정렬 키가
TopScoreDateTime인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덱스는 최고 점수와 경기 시간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각 인덱스 키 속성은 String, Number 또는 Binary 형식의 스칼라여야 합니다. (문서 또는 집합일 수 없습
니다.) 모든 데이터 형식의 속성을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칼라, 문서, 집
합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형식에 대한 전체 목록은 데이터 유형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프로비저닝된 모드를 사용할 경우 인덱스의 ProvisionedThroughput 설정값은
ReadCapacityUnits와 WriteCapacityUnits로 구성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프로비저닝 처리
량 설정 값은 테이블의 설정 값과 다르지만 동작 방식은 비슷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
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p. 500)을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기본 테이블에서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상속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읽기/쓰기 용량 모
드 변경 시 고려 사항 (p. 282)을 참조하십시오.

Note
채우기 작업과 진행 중인 쓰기 작업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 내의 쓰기 처리량을 공유합니다. 새 GSI
를 생성할 때 파티션 키를 선택하면 새 인덱스의 파티션 키 값에서 균일하지 않거나 좁은 데이터 또
는 트래픽 분산이 생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우기 및 쓰기 작업이 동
시에 발생하고 쓰기가 기본 테이블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 시나리오의 잠재력을 최
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인덱스 파티션 키, 선택한 프로젝션 또는 인덱스 기본 키의 희소성과 관
련하여 고객 데이터의 형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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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파티션 키 값의 데이터 또는 분포가 좁거나 왜곡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운영상 중요한 테이블에 새 인덱스를 추가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세요.
• 애플리케이션에서 최소 양의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을 때 인덱스를 추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 기본 테이블 및 인덱스에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
게 하면 트래픽 분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 기본 테이블 및 인덱스의 경우 새 인덱스의 프로비저
닝된 쓰기 용량을 기본 테이블의 두 배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프로세스 전체에
WriteThrottleEvents, ThrottledRequests, OnlineIndexPercentageProgress,
OnlineIndexConsumedWriteCapacity 및 OnlineIndexThrottleEvents CloudWatch
지표를 감시합니다. 진행 중인 작업을 크게 제한하지 않고 채우기를 적절한 시간에 완료하려면 프
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을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 쓰기 제한으로 인해 작업에 영향을 받고 새 GSI에서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을 늘려도 문제가 해
결되지 않는 경우 인덱스 생성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설명
테이블에 속한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DescribeTable 작업을 사용합니다. 응답에
서 GlobalSecondaryIndexes 부분은 현재 각 인덱스 상태(IndexStatus)와 함께 테이블에 속한 모든 인
덱스를 나타냅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IndexStatus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 CREATING - 현재 인덱스를 생성 중이며,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CTIVE - 현재 인덱스가 사용 대기 상태이며, 애플리케이션이 인덱스에 대한 Query 작업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 UPDATING -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변경 중입니다.
• DELETING - 현재 인덱스를 삭제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DynamoDB가 글로벌 보조 인덱스 빌드를 마치면 인덱스 상태는 CREATING에서 ACTIVE로 바뀝니다.

기존 테이블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추가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려면 UpdateTable 작업에
GlobalSecondaryIndexUpdates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덱스 이름. 인덱스 이름은 모든 테이블 인덱스 중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고유해야 합니다.
• 인덱스의 키 스키마. 인덱스 파티션 키로 한 가지 속성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인덱스 정렬 키는 옵션으
로 다른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가지 키 속성 중 하나가 테이블의 키 속성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스키마 속성의 데이터 형식은 스칼라(String, Number 또는 Binary)가 되어야 합니
다.
• 테이블에서 인덱스로 가져올 속성:
• KEYS_ONLY - 인덱스의 각 항목은 테이블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값, 그리고 인덱스 키 값으로만 구성됩니
다.
• INCLUDE - KEYS_ONLY에서 설명한 속성 외에도 지정하는 키가 아닌 다른 속성이 보조 인덱스에 포함됩
니다.
• ALL - 인덱스에 소스 테이블의 모든 속성이 포함됩니다.
• 인덱스의 할당 처리량 설정 값(ReadCapacityUnits와 WriteCapacityUnits로 구성). 이러한 프로비
저닝된 처리량 설정은 테이블의 설정과 별개입니다.
UpdateTable 작업당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1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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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생성 단계
새로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경우 인덱스 빌드 중에도 테이블을 계속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쿼리 작업 중에는 상태가 CREATING에서 ACTIVE로 바뀔 때까지 새로운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te
글로벌 보조 인덱스 생성에는 Application Auto Scaling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MIN Application Auto
Scaling 용량을 늘려도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생성 시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DynamoDB는 다음 두 단계로 인덱스를 빌드합니다.
리소스 할당
DynamoDB가 인덱스 빌드에 필요한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를 할당합니다.
리소스 할당 단계에서는 IndexStatus 속성이 CREATING이고, Backfilling 속성이 false입니다.
DescribeTable 작업으로 테이블과 테이블에 속한 모든 보조 인덱스의 상태를 가져옵니다.
인덱스가 리소스 할당 단계에 있는 동안에는 인덱스를 삭제하거나 상위 테이블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덱스 또는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에 다른 인덱스를 추가하
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른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처리양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
다.
채우기 작업(Backfilling)
테이블의 각 항목에 대해 DynamoDB는 프로젝션(KEYS_ONLY, INCLUDE 또는 ALL)에 따라 인덱스에 쓸
속성 집합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결정된 속성을 인덱스에 기록합니다. DynamoDB가 채우기(backfill)
단계에 들어서면 테이블에서 추가, 삭제 또는 업데이트되는 항목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들
의 속성이 인덱스에서도 추가, 삭제 또는 업데이트됩니다.
채우기 단계에서는 IndexStatus 속성이 CREATING으로 설정되어 있고 Backfilling 속성은 true입
니다. DescribeTable 작업으로 테이블과 테이블에 속한 모든 보조 인덱스의 상태를 가져옵니다.
인덱스 채우기 중에는 상위 테이블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 인덱스를 삭제하거나 테이블과 테이블에
속한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Note
채우기 단계에서 불일치 항목이 있을 경우 쓰기 작업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
습니다. 채우기 단계가 끝나면 새 인덱스의 키 스키마를 위반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쓰기 작
업은 거부됩니다. 따라서 채우기 단계 이후에는 위반 감지기 도구를 실행하여 발생했을 수
도 있는 키 위반을 찾아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덱스 키 위반 검색 및 수
정 (p. 506)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할당 및 채우기 단계가 진행 중일 때 인덱스는 CREATING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DynamoDB는 테
이블에서 읽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채우기 위한 기본 테이블의 읽기 작업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성된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채우기 위한 쓰기 작업에는 요금이 청구됩니
다.
인덱스 빌드를 마치면 상태가 ACTIVE로 바뀝니다. 인덱스가 ACTIVE 상태가 되기 전에는 Query 또는 Scan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Note
경우에 따라 인덱스 키 위반으로 인해 DynamoDB가 테이블의 데이터를 인덱스에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속성 값의 데이터 형식이 인덱스 키 스키마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 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속성 크기가 인덱스 키 속성의 최대 길이를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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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 키 속성에 빈 문자열 또는 빈 이진 속성 값이 있습니다.
인덱스 키 위반이 발생해도 글로벌 보조 인덱스 생성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덱스가
ACTIVE 상태가 되면 인덱스에는 위반 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DynamoDB는 이러한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독립형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덱스
키 위반 검색 및 수정 (p. 506)을 참조하십시오.

큰 테이블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추가
글로벌 보조 인덱스 빌드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테이블 크기
• 인덱스에 추가할 수 있는 테이블 항목 수
• 인덱스로 가져올 속성 수
• 인덱스에 할당된 쓰기 용량
• 인덱스 빌드 중 메인 테이블에 대한 쓰기 작업
아주 큰 테이블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추가할 때는 생성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인덱스의 쓰기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다음 Amazon CloudWatch 지표
를 참조하세요.
• OnlineIndexPercentageProgress
• OnlineIndexConsumedWriteCapacity
• OnlineIndexThrottleEvents

Note
DynamoDB와 관련된 CloudWatch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지표 (p. 1122) 단원을
참조하세요.
인덱스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처리량 설정 값이 낮을 수록 인덱스 빌드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새로운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빌드 시간을 단축하려면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을 일시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Note
일반적으로 인덱스에 할당된 쓰기 용량은 테이블에 할당된 쓰기 용량에 비해 1.5배로 높여 설정하
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 사례에 유용하지만, 실제 요건은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채움 단계에서는 DynamoDB가 내부 시스템 용량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읽어옵니다. 이는 인덱스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테이블의 읽기 용량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수신되는 쓰기 작업 볼륨이 인덱스에 할당된 쓰기 용량을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인덱스에 대한
쓰기 작업이 몰려들면서 인덱스 생성 시간이 늘어나는 병목 현상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인덱스 빌드 중에
는 인덱스의 Amazon CloudWatch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소비되는 쓰기 용량이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초과
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목 현상 시나리오에서는 인덱스에 할당된 쓰기 용량을 늘려서
채움 단계에서 쓰기 작업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인덱스 생성을 마치면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을 반영하여 할당된 쓰기 용량을 설정해야 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삭제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UpdateTable 작업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UpdateTable 작업당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하나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삭제 중에도 상위 테이블의 읽기 또는 쓰기 작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삭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인덱스의 할당 처리량은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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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Dele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해당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모두
삭제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삭제 작업에 대해서는 계정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생성 중 글로벌 보조 인덱스 수정
인덱스 빌드 중에도 Describ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의 설명에 포함되는 부울 속성인 Backfilling은 DynamoDB가 현재 테이블의 항목과 함께 인덱스를 로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Backfilling이 true이면 리소스 할당 단계가 끝나고 인덱스 채움 단계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채움 단계가 진행 중일 때는 인덱스의 할당 처리량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업
데이트의 목적은 인덱스의 빌드 속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즉, 인덱스 빌드 중 인덱스의 쓰기 용량을 늘렸
다가 빌드가 완료되면 용량을 줄입니다. 인덱스의 할당 처리량 설정 값을 변경하려면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인덱스 상태가 UPDATING으로 바뀌고, Backfilling은 인덱스를 사용할 준비가 될 때
까지 true를 유지합니다.
채우기 단계 중에는 생성되고 있는 인덱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테이블에(서) 다른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Note
인덱스가 CreateTable 작업의 일환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Backfilling 속성이
DescribeTable 출력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덱스 생성 단계 (p. 504)을 참조하
십시오.

인덱스 키 위반 검색 및 수정
Amazon DynamoDB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생성의 채우기 단계 중 테이블의 각 항목을 검사하여 인덱스에
포함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부 항목은 인덱스 키 위반을 유발하여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목이 테이블에서는 유지되지만 인덱스에 해당 항목에 상응하는 키가 없습니다.
인덱스 키 위반은 다음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속성 값과 인덱스 키 스키마 데이터 형식 간에 데이터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GameScores
테이블의 항목 중 하나가 형식이 String인 TopScore 값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
티션 키 TopScore이고 형식이 Number인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추가했다면 테이블의 해당 항목이 인덱
스 키를 위반하게 됩니다.
• 테이블의 속성 값이 인덱스 키 속성의 최대 길이를 초과합니다. 파티션 키의 최대 길이는 2,048바이트이고
정렬 키의 최대 길이는 1,024바이트입니다. 테이블에서 해당 속성 값 중 하나가 이러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테이블에서 이 항목은 인덱스 키를 위반합니다.

Note
인덱스 키로 사용되는 속성에 대해 문자열 또는 이진 속성 값이 설정된 경우 속성 값의 길이는 0보
다 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의 항목이 인덱스 키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도구는 현재 이 인덱스 키 위반에 플래그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인덱스 키 위반이 발생하면 중단 없이 채우기 단계가 계속되지만, 위반 항목이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우기 단계가 끝나면 새 인덱스의 키 스키마를 위반하는 모든 항목 쓰기 작업은 거부됩니다.
테이블에서 인덱스 키를 위반하는 속성 값을 식별하여 수정하려면 위반 감지기 도구를 사용합니다. 위반 감
지기를 실행하려면 스캔할 테이블의 이름, 글로벌 보조 인덱스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의 이름과 데이터 형식,
인덱스 키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취할 조치를 지정하는 구성 파일을 생성합니다. 위반 감지기는 다음 두 가지
모드 중 하나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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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 모드 - 인덱스 키 위반을 감지합니다. 감지 모드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키 위
반을 초래하는 항목을 보고합니다. 원할 경우 이러한 위반 테이블 항목을 발견되는 즉시 삭제하도록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모드의 출력이 파일에 작성되어 추후 분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모드 - 인덱스 키 위반을 수정합니다. 수정 모드에서는 위반 감지기가 감지 모드의 출력 파일과 동일
한 형식의 입력 파일을 읽습니다. 수정 모드에서는 입력 파일의 레코드를 읽고 각 레코드마다 테이블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항목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입력 파일을 편집하여 이
러한 업데이트에 대한 알맞은 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위반 감지기 다운로드 및 실행
위반 감지기는 실행 가능한 Java 아카이브(.jar 파일)로 제공되며 Windows, macOS 또는 Linux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위반 감지기를 사용하려면 Java 1.7 이상 및 Apache Maven이 필요합니다.
• GitHub에서 위반 감지기 다운로드
README.md 파일의 지침에 따라 Mavn을 사용하여 위반 감지기를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위반 감지기를 시작하려면 ViolationDetector.java를 작성했던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다음 명령을 입
력합니다.
java -jar ViolationDetector.jar [options]

위반 감지기 명령줄에서는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 | --help - 위반 감지기의 사용법 요약 및 옵션을 출력합니다.
• -p | --configFilePath value - 위반 감지기 구성 파일의 정규화된 이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반
감지기 구성 파일 (p. 507)을 참조하십시오.
• -t | --detect value - 테이블에서 인덱스 키 위반을 감지하고 위반 감지기 출력 파일에 기록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값이 keep으로 설정되면 키 위반 항목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값이 delete로 설정되면 키
위반 항목이 테이블에서 삭제됩니다.
• -c | --correct value - 입력 파일에서 인덱스 키 위반을 읽고 테이블에서 이러한 항목에 대한 수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값이 update로 설정되면 키 위반 항목이 위반하지 않는 새 값으로 업
데이트됩니다. 값이 delete로 설정되면 키 위반 항목이 테이블에서 삭제됩니다.

위반 감지기 구성 파일
런타임 시, 위반 감지기 도구에는 구성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파일의 파라미터는 위반 감지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DynamoDB 리소스와 이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결정합니다. 다음 표는 이
러한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파라미터 이름

설명

필수?

awsCredentialsFile

AWS 자격 증명을 포함하는 파일
의 정규화된 이름입니다. 자격 증
명 파일은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
다.

예

accessKey
= access_key_id_goes_here
secretKey
= secret_key_goes_here

dynamoDBRegion

테이블이 상주하는 AWS 리전입
니다. 예: us-wes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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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스캔할 DynamoDB 테이블의 이름 예
입니다.

gsiHashKeyName

인덱스 파티션 키의 이름입니다.

예

gsiHashKeyType

인덱스 파티션 키의 데이터 형식
(String, Number 또는 Binary).

예

S | N | B
gsiRangeKeyName

인덱스 정렬 키의 이름입니다. 인
덱스에 단순 기본 키(파티션 키)만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지정하
지 마세요.

아니요

gsiRangeKeyType

인덱스 정렬 키의 데이터 형식
입니다(String, Number 또는
Binary).

아니요

S | N | B
인덱스에 단순 기본 키(파티션 키)
만 있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지정
하지 마세요.
인덱스 키 위반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출력 파일에 작성할지 여부
를 나타냅니다. true(기본값)로
설정하면 위반 항목에 대한 전체
정보가 보고됩니다. false로 설
정하면 위반 수만 보고됩니다.

아니요

위반 인덱스 키의 값을 출력 파일
recordGsiValueInViolationRecord
에 작성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true(기본값)로 설정하면 키 값
이 보고됩니다. false로 설정하
면 키 값이 보고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record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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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이름

설명

필수?

detectionOutputPath

위반 감지기 출력 파일의 전체 경
로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로컬
디렉터리 또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쓰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아니요

detectionOutputPath
= //local/path/
filename.csv
detectionOutputPath =
s3://bucket/filename.csv
출력 파일의 정보가 CSV 형식(쉼
표로 구분된 값)으로 표시됩니
다. detectionOutputPath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출력 파일의 이름은
violation_detection.csv이
고 현재 작업 디렉터리에 작성됩
니다.
numOfSegments

위반 감지기에서 테이블을 스캔할
때 사용할 병렬 스캔 세그먼트 수
입니다. 기본값은 1이며, 이는 테
이블이 순차적으로 스캔됨을 뜻합
니다. 값이 2 이상이면 위반 감지
기가 테이블을 여러 논리 세그먼
트, 그리고 이와 동일한 스캔 스레
드 수로 나눕니다.

아니요

numOfSegments의 최대 설정은
4096입니다.
대형 테이블의 경우 병렬 스캔이
일반적으로 순차 스캔보다 빠릅니
다. 또한, 테이블이 매우 커서 여러
파티션에 걸쳐 있는 경우 병렬 스
캔을 수행하면 읽기 작업이 여러
파티션에 고르게 분산됩니다.
DynamoDB의 병렬 스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렬 스
캔 (p. 444) 단원을 참조하세요.
numOfViolations

출력 파일에 작성할 인덱스 키 위
반의 상한 값입니다. -1(기본값)
로 설정하면 전체 테이블이 스캔
됩니다. 양의 정수로 설정하면 위
반 감지기가 해당 위반 수에 도달
한 후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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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이름

설명

필수?

numOfRecords

테이블에서 스캔할 항목 수입니
아니요
다. -1(기본값)로 설정하면 전체 테
이블이 스캔됩니다. 양의 정수로
설정하면 위반 감지기가 테이블에
서 해당 개수의 항목을 스캔한 후
중지됩니다.

readWriteIOPSPercent

테이블 스캔 중에 사용되는 프로
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백분
율을 조정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값은 1 ~ 100입니다. 기본값(25)
을 사용하면 위반 감지기가 테이
블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처리량
중 25% 이하만 사용합니다.

아니요

correctionInputPath

위반 감지기 수정 입력 파일의 전
체 경로입니다. 위반 감지기를 수
정 모드로 실행하면 이 파일의 내
용이 테이블에서 글로벌 보조 인
덱스를 위반하는 데이터 항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
다.

아니요

correctionInputPath 파일의
형식은 detectionOutputPath
파일의 형식과 동일합니다. 따라
서 검색 모드의 출력을 수정 모드
의 입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correctionOutputPath

위반 감지기 수정 출력 파일의 전
체 경로입니다. 이 파일은 업데이
트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생성됩
니다.

아니요

이 파라미터는 로컬 디렉터리 또
는 Amazon S3에 쓰기를 지원합
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orrectionOutputPath
= //local/path/
filename.csv
correctionOutputPath =
s3://bucket/filename.csv
출력 파일의 정보가 CSV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correctionOutputPath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출력 파일의 이름은
violation_update_errors.csv이
고 현재 작업 디렉터리에 작성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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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인덱스 키 위반을 감지하려면 위반 감지기를 --detect 명령줄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이 옵션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에 표시된
ProductCatalog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의 항목 목록입니다. 기본 키(Id)와 Price 속성만 표시
됩니다.
Id(프라이머리 키)

가격

101

5

102

20

103

200

201

100

202

200

203

300

204

400

205

500

Price의 모든 값은 Number 형식입니다. 하지만 DynamoDB에는 스키마가 없으므로 숫자가 아닌 Price 값
이 지정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의 항목을 ProductCatalog 테이블에 추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d(프라이머리 키)

가격

999

"Hello"

이제 테이블에는 총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에 새 글로벌 보조 인덱스 PriceIndex를 추가합니다. 이 인덱스의 기본 키는 Number 형
식의 파티션 키 Price입니다. 인덱스가 빌드되면 인덱스에 8개 항목이 포함되지만 ProductCatalog
테이블에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한 이유는 "Hello" 값은 String 형식이지만,
PriceIndex의 기본 키는 Number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String 값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 키를 위반하므
로 인덱스에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위반 감지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구성 파일을 만듭니다.

# Properties file for violation detection tool configuration.
# Parameters that are not specified will use default values.
awsCredentialsFile = /home/alice/credentials.txt
dynamoDBRegion = us-west-2
tableName = ProductCatalog
gsiHashKeyName = Price
gsiHashKeyType = N
recordDetails = true
recordGsiValueInViolationRecord = true
detectionOutputPath = ./gsi_violation_check.csv
correctionInputPath = ./gsi_violation_check.csv
numOfSegment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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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다음 예제와 같이 위반 감지기를 실행합니다.
$

java -jar ViolationDetector.jar --configFilePath config.txt --detect keep

Violation detection started: sequential scan, Table name: ProductCatalog, GSI name:
PriceIndex
Progress: Items scanned in total: 9,
Items scanned by this thread: 9,
Violations
found by this thread: 1, Violations deleted by this thread: 0
Violation detection finished: Records scanned: 9, Violations found: 1, Violations deleted:
0, see results at: ./gsi_violation_check.csv

recordDetails 구성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면 다음 예에서처럼 위반 감지기에서 각 위반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출력 파일에 기록합니다.
Table Hash Key,GSI Hash Key Value,GSI Hash Key Violation Type,GSI Hash Key Violation
Description,GSI Hash Key Update Value(FOR USER),Delete Blank Attributes When Updating?(Y/
N)
999,"{""S"":""Hello""}",Type Violation,Expected: N Found: S,,

출력 파일은 CSV 형식입니다. 이 파일의 첫 번째 줄은 헤더이며, 그 뒤에는 인덱스 키를 위반하는 항목당 한
개 레코드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위반 레코드의 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Table hash key - 테이블에 있는 항목의 파티션 키 값입니다.
• Table range key - 테이블에 있는 항목의 정렬 키 값입니다.
• GSI hash key value -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파티션 키 값입니다.
• GSI hash key violation type - Type Violation 또는 Size Violation입니다.
• GSI hash key violation description - 위반 원인입니다.
• GSI hash key update Value(FOR USER) - 수정 모드에서 해당 속성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 제공 값입니다.
• GSI range key value -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정렬 키 값입니다.
• GSI range key violation type - Type Violation 또는 Size Violation입니다.
• GSI range key violation description - 위반 원인입니다.
• GSI range key update Value(FOR USER) - 수정 모드에서 해당 속성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 제공 값입니
다.
• Delete blank attribute when Updating(Y/N) - 수정 모드에서 다음 필드 중 하나가 비어 있는 경우에만 테이
블에서 위반 항목을 삭제할지(Y) 또는 유지할지(N)를 결정합니다.
• GSI Hash Key Update Value(FOR USER)
• GSI Range Key Update Value(FOR USER)
이러한 필드 중 하나가 비어 있지 않으면 Delete Blank Attribute When Updating(Y/N)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Note
출력 형식은 구성 파일 및 명령줄 옵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이 단순 기본 키
(정렬 키 없음)를 가질 경우 출력에 정렬 키 필드가 없습니다.
파일의 위반 레코드는 순서가 정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정
인덱스 키 위반을 수정하려면 위반 감지기를 --correct 명령줄 옵션과 함께 사용합니다. 수정 모드에서
는 위반 감지기가 correctionInputPath 파라미터에 지정된 입력 파일을 읽습니다. 이 파일의 형식은
detectionOutputPath 파일과 동일하므로 검색의 출력을 수정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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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감지기에서는 인덱스 키 위반을 수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 위반 삭제 - 위반하는 속성 값이 있는 테이블 항목을 삭제합니다.
• 위반 업데이트 - 위반하는 속성 값을 위반하지 않는 값으로 바꾸어 테이블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어느 경우든, 검색 모드의 출력 파일을 수정 모드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ductCatalog 예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테이블에서 위반 항목을 삭제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
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 명령줄을 사용합니다.
$

java -jar ViolationDetector.jar --configFilePath config.txt --correct delete

이 때 위반 항목을 삭제할지 묻는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re you sure to delete all violations on the table?y/n
y
Confirmed, will delete violations on the table...
Violation correction from file started: Reading records from file: ./
gsi_violation_check.csv, will delete these records from table.
Violation correction from file finished: Violations delete: 1, Violations Update: 0

이제는 ProductCatalog와 PriceIndex의 항목 수가 동일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작업: Java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포함된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의 인덱스를 설명하고, 인덱스를 사용하여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작업의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해당하는 요청 객체를 만들어 작업의 필수 및 선택적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만든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적절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주제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p. 513)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p. 515)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p. 515)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p. 516)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을 만들 때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reateTable을 사용
하고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예로 나오는 Java 코드는 날씨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파티션 키는 Location이고 정렬 키는 Date입니다.
PrecipIndex라는 이름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위치의 강수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ynamoDB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Creat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51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테이블 이름, 기본 키, 그리고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값입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경우 인덱스 이름,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 인덱스 정렬 키의 속성 정의, 인덱스의 키 스키
마, 속성 프로젝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createTabl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코드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PrecipIndex)가 있는 테이블
(WeatherData)을 생성합니다. 인덱스 파티션 키는 Date이고 정렬 키는 Precipitation입니다. 모든 테
이블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되지 않습니다. 이 인덱스를 쿼리하여 특정 날짜에 대한 날씨 데이터를 가져
와서 필요에 따라 강수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Precipitation은 해당 테이블의 키 속성이 아니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recipitation이 없
는 WeatherData 항목은 PrecipIndex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 Attribute definitions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
.withAttributeName("Location")
.withAttributeType("S"));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
.withAttributeName("Date")
.withAttributeType("S"));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
.withAttributeName("Precipitation")
.withAttributeType("N"));
// Table key schema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
.withAttributeName("Location")
.withKeyType(KeyType.HASH)); //Partition key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
.withAttributeName("Date")
.withKeyType(KeyType.RANGE)); //Sort key
// PrecipIndex
GlobalSecondaryIndex precipIndex = new GlobalSecondaryIndex()
.withIndexName("PrecipIndex")
.withProvisionedThroughput(new ProvisionedThroughput()
.withReadCapacityUnits((long) 10)
.withWriteCapacityUnits((long) 1))
.withProjection(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ProjectionType.ALL));
Array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
.withAttributeName("Date")
.withKeyType(KeyType.HASH)); //Partition key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
.withAttributeName("Precipitation")
.withKeyType(KeyType.RANGE)); //Sort key
precipIndex.setKeySchema(indexKeySchema);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withTableName("WeatherData")
.withProvisionedThroughput(new ProvisionedThroughput()
.withReadCapacityUnits((long) 5)
.withWriteCapacityUnits((long) 1))

API 버전 2012-08-10
51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
.with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withKeySchema(tableKeySchema)
.withGlobalSecondaryIndexes(precipIndex);
Table table = dynamoDB.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System.out.println(table.getDescription());

DynamoDB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
블에 데이터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escribeTable 단원을 참조하세요. 각 인덱스에 대해
인덱스의 이름, 키 스키마 및 프로젝션된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정보에 액세스하는 단계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할 인덱스를 표시합니다.

3.

Table 객체의 describ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WeatherData");
TableDescription tableDesc = table.describe();
Iterator<GlobalSecondaryIndexDescription> gsiIter =
tableDesc.getGlobalSecondaryIndexes().iterator();
while (gsiIter.hasNext()) {
GlobalSecondaryIndexDescription gsiDesc = gsiIter.next();
System.out.println("Info for index "
+ gsiDesc.getIndexName() + ":");

}

Iterator<KeySchemaElement> kseIter = gsiDesc.getKeySchema().iterator();
while (kseIter.hasNext()) {
KeySchemaElement kse = kseIter.next();
System.out.printf("\t%s: %s\n", kse.getAttributeName(), kse.getKeyType());
}
Projection projection = gsiDesc.getProjection();
System.out.println("\tThe projection type is: "
+ projection.getProjectionType());
if (projection.getProjectionType().toString().equals("INCLUDE")) {
System.out.println("\t\tThe non-key projected attributes are: "
+ projection.getNonKeyAttributes());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테이블을 Query할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Que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
스 이름, 인덱스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있는 경우)의 쿼리 기준, 반환하려는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예제
에서 인덱스는 PrecipIndex이고, 해당 파티션 키는 Date이고, 정렬 키는 Precipitation입니다. 인덱스
쿼리에서는 특정 날짜에 대해 강수량이 0보다 큰 모든 날씨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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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사용할 인덱스를 표시합니다.

3.

쿼리할 인덱스에 대한 Index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4.

Index 객체의 query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속성 이름 Date는 DynamoDB 예약어입니다. 따라서 KeyConditionExpression에서 표현식 속성 이름을
자리 표시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WeatherData");
Index index = table.getIndex("PrecipIndex");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
.withKeyConditionExpression("#d = :v_date and Precipitation = :v_precip")
.withNameMap(new NameMap()
.with("#d", "Date"))
.withValueMap(new ValueMap()
.withString(":v_date","2013-08-10")
.withNumber(":v_precip",0));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index.query(spec);
Iterator<Item> iter = items.iterator();
while (ite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next().toJSONPretty());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Issues라는 테이블
을 만듭니다. 이 테이블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간단한 버그 추적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는 IssueId이고 정렬 키는 Title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세 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 CreateDateIndex - 파티션 키는 CreateDate이고 정렬 키는 IssueId입니다. 테이블 키 외에도
Description 및 Status 속성도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 TitleIndex - 파티션 키는 Title이고 정렬 키는 IssueId입니다. 테이블 키 이외의 속성은 인덱스로 프
로젝션되지 않습니다.
• DueDateIndex - 파티션 키는 DueDate이고 정렬 키는 없습니다. 모든 테이블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
되지 않습니다.
Issues 테이블이 생성되면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버그 보고서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함께 테이블을
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Issues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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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the License is located at
http://aws.amazon.com/apache2.0/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Iterator;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ndex;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Coll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Query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QuerySpec;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utils.ValueMap;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Table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lobalSecondaryIndex;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j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public class DocumentAPIGlobalSecondaryIndex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public static String tableName = "Issues";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createTable();
loadData();
queryIndex("CreateDateIndex");
queryIndex("TitleIndex");
queryIndex("DueDateIndex");
deleteTable(tableName);
}
public static void createTable() {
// Attribute definitions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IssueId").withAttributeType("S"));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Title").withAttributeType("S"));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CreateDate").withAttribute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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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DueDate").withAttributeType("S"));
// Key schema for table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IssueId").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Title").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 Initial provisioned throughput settings for the indexes
ProvisionedThroughput ptIndex = 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1L)
.withWriteCapacityUnits(1L);
// CreateDateIndex
GlobalSecondaryIndex createDateIndex = new
GlobalSecondaryIndex().withIndexName("CreateDateIndex")
.withProvisionedThroughput(ptIndex)
.withKeySchema(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CreateDate").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IssueId").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withProjection(
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INCLUDE").withNonKeyAttributes("Description", "Status"));
// TitleIndex
GlobalSecondaryIndex titleIndex = new
GlobalSecondaryIndex().withIndexName("TitleIndex")
.withProvisionedThroughput(ptIndex)
.withKeySchema(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Title").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IssueId").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withProjection(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KEYS_ONLY"));

// DueDateIndex
GlobalSecondaryIndex dueDateIndex = new
GlobalSecondaryIndex().withIndexName("DueDateIndex")
.withProvisionedThroughput(ptIndex)
.withKeySchema(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DueDate").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withProjection(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ALL"));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
.withProvisionedThroughput(
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long)
1).withWriteCapacityUnits((long) 1))
.with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withKeySchema(tableKeySchema)
.withGlobalSecondaryIndexes(createDateIndex, titleIndex, dueDate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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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ut.println("Creating table " + tableName + "...");
dynamoDB.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

// Wait for table to become active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come ACTIVE...");
try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able.waitForActive();
}
catch (Interrupted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public static void queryIndex(String indexNam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n");

System.out.println("\n***********************************************************
System.out.print("Querying index " + indexName + "...");
Index index = table.getIndex(indexName);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null;
QuerySpec querySpec = new QuerySpec();

if (indexName == "CreateDateIndex") {
System.out.println("Issues filed on 2013-11-01");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CreateDate = :v_date and
begins_with(IssueId, :v_issue)")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date",
"2013-11-01").withString(":v_issue", "A-"));
items = index.query(querySpec);
}
else if (indexName == "TitleIndex") {
System.out.println("Compilation errors");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Title = :v_title and
begins_with(IssueId, :v_issue)")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title", "Compilation
error").withString(":v_issue", "A-"));
items = index.query(querySpec);
}
else if (indexName == "DueDateIndex") {
System.out.println("Items that are due on 2013-11-30");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DueDate = :v_date")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date", "2013-11-30"));
items = index.query(querySpec);
}
else {
System.out.println("\nNo valid index name provided");
return;
}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System.out.println("Query: printing results...");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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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
System.out.println("Deleting table " + tableName +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able.delete();

}

// Wait for table to be deleted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deleted...");
try {
table.waitForDelete();
}
catch (Interrupted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public static void loadData() {
System.out.println("Loading data into table " + tableName + "...");
//
//
//
//

IssueId, Title,
Description,
CreateDate, LastUpdateDate, DueDate,
Priority, Status

putItem("A-101", "Compilation error", "Can't compile Project X - bad version
number. What does this mean?",
"2013-11-01", "2013-11-02", "2013-11-10", 1, "Assigned");
putItem("A-102", "Can't read data file", "The main data file is missing, or the
permissions are incorrect",
"2013-11-01", "2013-11-04", "2013-11-30", 2, "In progress");
putItem("A-103", "Test failure", "Functional test of Project X produces errors",
"2013-11-01", "2013-11-02",
"2013-11-10", 1, "In progress");
putItem("A-104", "Compilation error", "Variable 'messageCount' was not
initialized.", "2013-11-15",
"2013-11-16", "2013-11-30", 3, "Assigned");
putItem("A-105", "Network issue", "Can't ping IP address 127.0.0.1. Please fix
this.", "2013-11-15",
"2013-11-16", "2013-11-19", 5, "Assigned");
}
public static void putItem(
String issueId, String title, String description, String createDate, String
lastUpdateDate, String dueDate,
Integer priority, String status)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itle)

}

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ssueId", issueId).withString("Title",
.withString("Description", description).withString("CreateDate", createDate)
.withString("LastUpdateDate", lastUpdateDate).withString("DueDate", dueDate)
.withNumber("Priority", priority).withString("Status", status);
table.putItem(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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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작업: .NET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포함된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의 인덱스를 설명하고, 인덱스를 사용하여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해당 DynamoDB 작업에 매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를 참조하
세요.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 작업을 할 때 따라야 할 공통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해당하는 요청 객체를 만들어 작업의 필수 및 선택적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reateTableRequest 객체를 만들어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QueryRequest 객체를 만들어
테이블 또는 인덱스를 쿼리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만든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적절한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주제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p. 521)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p. 523)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p. 523)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p. 524)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을 만들 때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reateTable을 사용
하고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예로 나오는 C# 코드는 날씨 데
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파티션 키는 Location이고 정렬 키는 Date입니다.
PrecipIndex라는 이름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면 다양한 위치의 강수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포함된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Creat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테이블 이름, 기본 키, 그리고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값입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경우 인덱스 이름,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 인덱스 정렬 키의 속성 정의, 인덱스의 키 스키
마, 속성 프로젝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Creat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코드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PrecipIndex)가 있는 테
이블(WeatherData)을 생성합니다. 인덱스 파티션 키는 Date이고 정렬 키는 Precipitation입니다. 모든
테이블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되지 않습니다. 이 인덱스를 쿼리하여 특정 날짜에 대한 날씨 데이터를 가
져와서 필요에 따라 강수량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Precipitation은 해당 테이블의 키 속성이 아니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recipitation이 없
는 WeatherData 항목은 PrecipIndex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Weather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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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 definitions
var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AttributeName = "Location",
AttributeType = "S"}},
{new AttributeDefinition{
AttributeName = "Date",
AttributeType = "S"}},
{new AttributeDefinition(){
AttributeName = "Precipitation",
AttributeType = "N"}
}
};
// Table key schema
var table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Location",
KeyType = "HASH"}}, //Partition key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Date",
KeyType = "RANGE"} //Sort key
}
};
// PrecipIndex
var precipIndex = new GlobalSecondaryIndex
{
IndexName = "PrecipIndex",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long)10,
WriteCapacityUnits = (long)1
},
Projection = new Projection { ProjectionType = "ALL" }
};
var index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Date", KeyType = "HASH"}}, //Partition key
{new KeySchemaElement{AttributeName = "Precipitation",KeyType = "RANGE"}} //Sort key
};
precipIndex.KeySchema = indexKeySchema;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long)5,
WriteCapacityUnits = (long)1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Definitions,
KeySchema = tableKeySchema,
GlobalSecondaryIndexes = { precipIndex }
};
CreateTableResponse response = client.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Console.WriteLine(response.CreateTableResult.TableDescription.TableName);
Console.WriteLine(response.CreateTableResult.TableDescription.TableStatus);

DynamoDB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
블에 데이터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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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escribeTable 단원을 참조하세요. 각 인덱스에 대해
인덱스의 이름, 키 스키마 및 프로젝션된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정보에 액세스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describ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Describ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테이블 이름을 입력해
야 합니다.

3.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mple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WeatherData";
DescribeTableResponse response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List<GlobalSecondaryIndexDescription> globalSecondaryIndexes =
response.DescribeTableResult.Table.GlobalSecondaryIndexes;
// This code snippet will work for multiple indexes, even though
// there is only one index in this example.
foreach (GlobalSecondaryIndexDescription gsiDescription in globalSecondaryIndexes) {
Console.WriteLine("Info for index " + gsiDescription.IndexName + ":");
foreach (KeySchemaElement kse in gsiDescription.KeySchema) {
Console.WriteLine("\t" + kse.AttributeName + ": key type is " + kse.KeyType);
}
Projection projection = gsiDescription.Projection;
Console.WriteLine("\tThe projection type is: " + projection.ProjectionType);

}

if (projection.ProjectionType.ToString().Equals("INCLUDE")) {
Console.WriteLine("\t\tThe non-key projected attributes are: "
+ projection.NonKeyAttributes);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테이블을 Query할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Que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
스 이름, 인덱스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있는 경우)의 쿼리 기준, 반환하려는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예제
에서 인덱스는 PrecipIndex이고, 해당 파티션 키는 Date이고, 정렬 키는 Precipitation입니다. 인덱스
쿼리에서는 특정 날짜에 대해 강수량이 0보다 큰 모든 날씨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Query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query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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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이름 Date는 DynamoDB 예약어입니다. 따라서 KeyConditionExpression에서 표현식 속성 이름을
자리 표시자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mple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QueryRequest query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WeatherData",
IndexName = "PrecipIndex",
KeyConditionExpression = "#dt = :v_date and Precipitation > :v_precip",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
{"#dt", "Date"}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date", new AttributeValue { S = "2013-08-01" }},
{":v_precip", new AttributeValue { N = "0" }}
},
ScanIndexForward = true
};
var result = client.Query(queryRequest);
var items = result.Items;
foreach (var currentItem in items)
{
foreach (string attr in currentItem.Keys)
{
Console.Write(attr + "---> ");
if (attr == "Precipitation")
{
Console.WriteLine(currentItem[attr].N);
}
else
{
Console.WriteLine(currentItem[attr].S);
}

}

}
Console.WriteLine();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다음 C# 코드 예제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Issues라는 테이블
을 만듭니다. 이 테이블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간단한 버그 추적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는 IssueId이고 정렬 키는 Title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세 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 CreateDateIndex - 파티션 키는 CreateDate이고 정렬 키는 IssueId입니다. 테이블 키 외에도
Description 및 Status 속성도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 TitleIndex - 파티션 키는 Title이고 정렬 키는 IssueId입니다. 테이블 키 이외의 속성은 인덱스로 프
로젝션되지 않습니다.
• DueDateIndex - 파티션 키는 DueDate이고 정렬 키는 없습니다. 모든 테이블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
되지 않습니다.
Issues 테이블이 생성되면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버그 보고서를 나타내는 데이터와 함께 테이블을
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Issues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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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ataModel;
using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using Amazon.DynamoDBv2.Model;
using Amazon.Runtime;
using Amazon.SecurityToken;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GlobalSecondaryIndexExample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public static String tableName = "Issues";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CreateTable();
LoadData();
QueryIndex("CreateDateIndex");
QueryIndex("TitleIndex");
QueryIndex("DueDateIndex");
DeleteTable(tableName);

}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
{
// Attribute definitions
var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IssueId", AttributeType = "S"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Title", AttributeType = "S"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CreateDate", AttributeType = "S"
}},
{new Attribute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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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ttributeName = "DueDate", AttributeType = "S"

// Key schema for table
var table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IssueId",
KeyType = "HASH" //Partition key
}
},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RANGE" //Sort key
}
}
// Initial provisioned throughput settings for the indexes
var ptIndex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L,
WriteCapacityUnits = 1L
};
// CreateDateIndex
var createDateIndex = new GlobalSecondaryIndex()
{
IndexName = "CreateDateIndex",
ProvisionedThroughput = ptIndex,
KeySchema =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CreateDate", KeyType = "HASH" //Partition key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ssueId", KeyType = "RANGE" //Sort key
}
},
Projection = new Projection
{
ProjectionType = "INCLUDE",
NonKeyAttributes = {
"Description", "Status"
}
}
};
// TitleIndex
var titleIndex = new GlobalSecondaryIndex()
{
IndexName = "TitleIndex",
ProvisionedThroughput = ptIndex,
KeySchema =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HASH" //Partition key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ssueId", KeyType = "RANGE" //Sort key
}
},
Projection = new Projection
{
ProjectionType = "KEYS_ON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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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eDateIndex
var dueDateIndex = new GlobalSecondaryIndex()
{
IndexName = "DueDateIndex",
ProvisionedThroughput = ptIndex,
KeySchema =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DueDate",
KeyType = "HASH" //Partition key
}
},
Projection = new Projection
{
ProjectionType = "ALL"
}
};

var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long)1,
WriteCapacityUnits = (long)1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Definitions,
KeySchema = tableKeySchema,
GlobalSecondaryIndexes = {
createDateIndex, titleIndex, dueDateIndex
}
};
Console.WriteLine("Creating table " + tableName + "...");
client.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

WaitUntilTableReady(tableName);

private static void LoadData()
{
Console.WriteLine("Loading data into table " + tableName + "...");
//
//
//
//

IssueId, Title,
Description,
CreateDate, LastUpdateDate, DueDate,
Priority, Status

putItem("A-101", "Compilation error",
"Can't compile Project X - bad version number. What does this mean?",
"2013-11-01", "2013-11-02", "2013-11-10",
1, "Assigned");
putItem("A-102", "Can't read data file",
"The main data file is missing, or the permissions are incorrect",
"2013-11-01", "2013-11-04", "2013-11-30",
2, "In progress");
putItem("A-103", "Test failure",
"Functional test of Project X produces errors",
"2013-11-01", "2013-11-02", "2013-11-10",
1, "In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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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tem("A-104", "Compilation error",
"Variable 'messageCount' was not initialized.",
"2013-11-15", "2013-11-16", "2013-11-30",
3, "Assigned");

}

putItem("A-105", "Network issue",
"Can't ping IP address 127.0.0.1. Please fix this.",
"2013-11-15", "2013-11-16", "2013-11-19",
5, "Assigned");

private static void putItem(
String issueId, String title,
String description,
String createDate, String lastUpdateDate, String dueDate,
Int32 priority, String status)
{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Add("IssueId", new AttributeValue
{
S = issueId
});
item.Add("Title", new AttributeValue
{
S = title
});
item.Add("Description", new AttributeValue
{
S = description
});
item.Add("CreateDate", new AttributeValue
{
S = createDate
});
item.Add("LastUpdateDate", new AttributeValue
{
S = lastUpdateDate
});
item.Add("DueDate", new AttributeValue
{
S = dueDate
});
item.Add("Priority", new AttributeValue
{
N = priority.ToString()
});
item.Add("Status", new AttributeValue
{
S = status
});
try
{

}

client.PutItem(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To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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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void QueryIndex(string indexName)
{
Console.WriteLine
("\n***********************************************************\n");
Console.WriteLine("Querying index " + indexName + "...");
QueryRequest query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ndexName = indexName,
ScanIndexForward = true
};
String keyConditionExpression;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f (indexName == "CreateDateIndex")
{
Console.WriteLine("Issues filed on 2013-11-01\n");
keyConditionExpression = "CreateDate = :v_date and
begins_with(IssueId, :v_issue)";
expressionAttributeValues.Add(":v_date", new AttributeValue
{
S = "2013-11-01"
});
expressionAttributeValues.Add(":v_issue", new AttributeValue
{
S = "A-"
});
}
else if (indexName == "TitleIndex")
{
Console.WriteLine("Compilation errors\n");
keyConditionExpression = "Title = :v_title and
begins_with(IssueId, :v_issue)";
expressionAttributeValues.Add(":v_title", new AttributeValue
{
S = "Compilation error"
});
expressionAttributeValues.Add(":v_issue", new AttributeValue
{
S = "A-"
});
// Select
queryRequest.Select = "ALL_PROJECTED_ATTRIBUTES";

}
else if (indexName == "DueDateIndex")
{
Console.WriteLine("Items that are due on 2013-11-30\n");
keyConditionExpression = "DueDate = :v_date";
expressionAttributeValues.Add(":v_date", new AttributeValue
{
S = "2013-11-30"
});
// Select
queryRequest.Select = "ALL_PROJECTED_ATTRIBUTES";

}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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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ole.WriteLine("\nNo valid index name provided");
return;

queryRequest.KeyConditionExpression = keyConditionExpression;
queryRequest.ExpressionAttributeValues = expressionAttributeValues;

}

var result = client.Query(queryRequest);
var items = result.Items;
foreach (var currentItem in items)
{
foreach (string attr in currentItem.Keys)
{
if (attr == "Priority")
{
Console.WriteLine(attr + "---> " + currentItem[attr].N);
}
else
{
Console.WriteLine(attr + "---> " + currentItem[attr].S);
}
}
Console.WriteLine();
}

private static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
Console.WriteLine("Deleting table " + tableName + "...");
client.DeleteTable(new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WaitForTableToBeDeleted(tableName);
}
private static void WaitUntilTableReady(string tableName)
{
string status = null;
// Let us wait until table is created. Call DescribeTable.
do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try
{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status = res.Table.TableStatus;

}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 DescribeTable is eventually consistent. So you might
// get resource not found. So we handle the potential exception.
}
} while (status != "ACTIVE");

private static void WaitForTableToBeDeleted(string table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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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 tablePresent = true;
while (tablePresent)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try
{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

}

}

}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tablePresent = false;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작업: AWS CLI
AWS CLI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포함된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
블의 인덱스를 설명하고, 인덱스를 사용하여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제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p. 531)
• 기존 테이블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추가 (p. 532)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p. 532)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p. 532)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동시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reatetabl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양을 입력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GameTitleIndex라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GameScores라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기본 테이블은
파티션 키가 UserId이고 정렬 키가 GameTitle이므로 특정 게임의 개별 사용자 최고 점수를 효율적으로 찾
을 수 있는 반면 GSI는 파티션 키가 GameTitle이고 정렬 키가 TopScore이므로 특정 게임의 전체 최고 점
수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GameScores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UserId,AttributeType=S \
AttributeName=GameTitle,AttributeType=S \
AttributeName=TopScore,AttributeType=N \
--key-schema AttributeName=UserId,KeyType=HASH \
AttributeName=Game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
--global-secondary-indexes \
"[
{
\"IndexName\": \"GameTitleIndex\",
\"KeySchema\": [{\"AttributeName\":\"GameTitle\",\"KeyType\":\"HASH\"},
{\"AttributeName\":\"TopScore\",\"KeyType\":\"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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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ection\":{
\"ProjectionType\":\"INCLUDE\",
\"NonKeyAttributes\":[\"UserId\"]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10,
\"WriteCapacityUnits\": 5
}

DynamoDB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
블에 데이터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describe table을 사용하여 테이블 생성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테이블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추가
또한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테이블 생성 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updatetabl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양을 입력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앞의 예
제와 같은 스키마를 사용하지만 테이블이 이미 생성되었고 나중에 GSI를 추가한다고 가정합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
--table-name GameScores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TopScore,AttributeType=N \
--global-secondary-index-updates \
"[
{
\"Create\": {
\"IndexName\": \"GameTitleIndex\",
\"KeySchema\": [{\"AttributeName\":\"GameTitle\",\"KeyType\":\"HASH\"},
{\"AttributeName\":\"TopScore\",\"KeyType\":\"RANGE
\"}],
\"Projection\":{
\"ProjectionType\":\"INCLUDE\",
\"NonKeyAttributes\":[\"UserId\"]
}
}
}
]"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테이블의 로컬 보조 인덱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escribe-table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각 인덱스에
대해 인덱스의 이름, 키 스키마 및 프로젝션된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GameScores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테이블을 query할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query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인덱스 이름, 인덱스 정렬 키의 쿼리 기준, 반환하려는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 인덱스는
GameTitleIndex이고 인덱스 정렬 키는 GameTitle입니다.
인덱스로 프로젝션된 속성만 반환됩니다. 키가 아닌 속성을 선택하도록 이 쿼리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
게 하려면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 테이블 가져오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속성 프로젝션 (p. 498)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dynamodb query \
--index-name GameTitleIndex \
--key-condition-expression "GameTitle = :v_game" \
--expression-attribute-values '{":v_game":{"S":"Alien Adven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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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보조 인덱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기본 테이블의 기본 키만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하지만, 대체 정렬 키가 유용한 상황
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렬 키를 선택할 수 있도록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하나 이상의 로
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고 이러한 인덱스에 대해 Query 또는 Scan 요청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시나리오: 로컬 보조 인덱스 사용 (p. 533)
• 속성 프로젝션 (p. 535)
• 로컬 보조 인덱스 생성 (p. 537)
•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데이터 읽기 (p. 537)
• 항목 읽기 및 로컬 보조 인덱스 (p. 538)
•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p. 539)
•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한 스토리지 고려 사항 (p. 540)
• 로컬 보조 인덱스의 항목 컬렉션 (p. 540)
• 로컬 보조 인덱스로 작업: Java (p. 543)
• 로컬 보조 인덱스로 작업: .NET (p. 552)
• 로컬 보조 인덱스로 작업: AWS CLI (p. 567)

시나리오: 로컬 보조 인덱스 사용
예를 들어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에 정의된 Thread 테이블
을 생각해 봅시다. 이 테이블은 AWS 토론 포럼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 다음 그림은 테이블에서
항목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일부 속성만 표시)

DynamoDB는 파티션 키 값이 동일한 모든 항목을 연속적으로 저장합니다. 이 예에서는 특정 ForumName에
의해 Query 작업으로 해당 포럼의 모든 스레드를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가진 항
목 그룹 내에서는 항목이 정렬 키 값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정렬 키(Subject)가 쿼리에도 제공된 경우
DynamoDB는 반환된 결과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 포럼에서 문자 "a"로 시작하는 Subject를
포함한 모든 스레드가 반환됩니다.
일부 요청은 더 복잡한 데이터 액세스 패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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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및 회신 횟수가 가장 많은 포럼 스레드
• 특정 포럼에서 메시지 수가 가장 많은 스레드
• 특정 기간 동안 특정 포럼에 게시된 스레드 수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려면 Query 작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 테이블을 Scan해야 합니다. 항목
이 수백 개인 테이블은 많은 양의 프로비저닝 읽기 처리량을 소비하며 완료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Replies 또는 LastPostDateTime 같이 키가 아닌 속성에 하나 이상의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는 지정된 파티션 키 값에 대해 대체 정렬 키를 유지합니다. 또한 로컬 보조 인덱스에는 기
본 테이블에서 나온 일부 또는 모든 속성의 복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로컬 보조 인덱
스로 프로젝션되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의 데이터는 기본 테이블과 동일한 파티션
키를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다른 정렬 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른 차원에서 데이터 항목을 효율
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쿼리 또는 스캔 유연성을 높이려면 테이블당 최대 5개의 로컬 보조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포럼에서 최근 3개월간 게시된 모든 스레드를 찾아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로
컬 보조 인덱스가 없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전체 Thread 테이블을 Scan하고 지정된 기간에 속하지 않는
게시물을 무시해야 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으면 Query 작업에서 정렬 키로 LastPostDateTime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LastPostIndex라는 로컬 보조 인덱스를 보여 줍니다.. 파티션 키는 Thread 테이블과
동일하지만 정렬 키는 LastPostDateTime입니다.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53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로컬 보조 인덱스

• 파티션 키는 기본 테이블의 키와 동일합니다.
• 정렬 키는 정확히 하나의 스칼라 속성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 테이블의 정렬 키가 인덱스로 프로젝션되며, 이 인덱스는 키가 아닌 속성으로 작동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파티션 키가 ForumName이고 로컬 보조 인덱스의 정렬 키는 LastPostDateTime입니다.
또한 기본 테이블의 정렬 키 값(이 예제의 경우 Subject)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되지만 인덱스 키의 부분
이 아닙니다. 애플리케이션에 ForumName 및 LastPostDateTime을 기준으로 하는 목록이 필요할 경우
LastPostIndex에 Query 요청을 실행합니다. 쿼리 결과가 LastPostDateTime 기준으로 정렬되고 오름
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쿼리는 특정 기간 내 LastPostDateTime이 있는 항목만
반환하는 등의 키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에는 기본 테이블의 파티션 및 정렬 키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며, 키가 아닌 속성을 인덱
스로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선택 사항). 인덱스를 쿼리할 경우 DynamoDB에서 이와 같이 프로젝션된 속성
을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를 쿼리하는 경우 쿼리에서는 인덱스로 프로젝션되지
않은 속성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기본 테이블에서 이러한 속성을 자동으로 가져오지만, 지연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비용이 높아집니다.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개별 파티션 키 값마다 최대 10GB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에는
기본 테이블과 인덱스에서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가진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로컬 보조 인
덱스의 항목 컬렉션 (p. 540)을 참조하십시오.

속성 프로젝션
LastPostIndex에서 애플리케이션은 ForumName와 LastPostDateTime을 쿼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
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속성을 검색하려면, DynamoDB는 Thread 테이블에 대해 추가 읽기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읽기를 가져오기(fetch)라고 하며 쿼리에 필요한 총 할당 처리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를 "S3"의 모든 스레드와 각 스레드에 대한 댓글 수 목록으로 채우고, 최근 댓글부터 시작하여 마지
막 댓글 날짜/시간을 기준으로 정렬하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세요. 이 목록을 채우려면 다음과 같은 속성이 필
요합니다.
• Subject
• Replies
• LastPostDateTime
이 데이터를 쿼리하고 가져오기 작업을 회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Replies 속성을
테이블에서 로컬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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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션은 테이블에서 보조 인덱스로 복사되는 속성 집합입니다. 테이블의 파티션 키와 정렬 키는 항상 인
덱스로 프로젝션되지만, 다른 속성을 프로젝션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쿼리 요건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덱스에 쿼리를 실행할 때는 마치 속성이 자체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Amazon DynamoDB
가 프로젝션의 모든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인덱스에 프로젝션될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DynamoDB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KEYS_ONLY - 인덱스의 각 항목은 테이블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값, 그리고 인덱스 키 값으로만 구성됩니
다. KEYS_ONLY 옵션은 보조 인덱스의 크기를 최소화합니다.
• INCLUDE – KEYS_ONLY에서 설명한 속성 외에도 지정하는 키가 아닌 다른 속성이 보조 인덱스에 포함됩
니다.
• ALL – 보조 인덱스에 소스 테이블의 모든 속성이 포함됩니다. 모든 테이블 데이터가 인덱스에 복제되므로
ALL 프로젝션은 보조 인덱스의 크기를 최대화합니다.
이전 다이어그램에서는 키가 아닌 Replies 속성이 LastPostIndex로 프로젝션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전체 Thread 테이블 대신에 LastPostIndex을 쿼리하여 Subject, Replies 및 LastPostDateTime로
웹 페이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키가 아닌 다른 속성을 요청할 경우 DynamoDB는 Thread 테이블에서 이러
한 속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관점에서, 기본 테이블에서 추가 속성을 가져오는 작업은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애플리케이
션 로직을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져오기 작업을 실행할 경우 로컬 보조 인덱스를 이
용하는 성능 상의 이점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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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로컬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할 경우에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비용과 스토리지 비용 간 균형을 고려
해야 합니다.
• 대기 시간이 가장 낮은 몇 개의 속성만 액세스해야 할 경우 해당 속성만 로컬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가 작을수록 스토리지 비용과 쓰기 비용이 절감됩니다. 간혹 가져와
야 하는 속성이 있을 경우 할당 처리량의 비용이 이러한 속성의 장기 저장 비용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
다.
• 애플리케이션이 키가 아닌 일부 속성에 빈번하게 액세스할 경우 해당 속성을 로컬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의 추가 스토리지 비용이 빈번한 테이블 스캔 수행으로 발
생하는 비용보다 경제적입니다.
• 키가 아닌 속성 대부분에 자주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속성이나 심지어 전체 기본 테이블을 글로벌 보
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져오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유연성이 극대화되고 프로비
저닝된 처리량 소비가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모든 속성을 프로젝션하면 스토리지 비용이 최대 2배까지 증
가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에 빈번하게 쿼리하지 않지만 테이블 데이터에 대해 많은 쓰기 또는 업데이트 작업
을 수행해야 할 경우 KEYS_ONLY를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로컬 보조 인덱스는 크기는 최소화
되지만 쿼리 작업에 필요할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 생성
테이블에서 하나 이상의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려면 CreateTable 작업의
LocalSecondaryIndexes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테이블이 생성되면 테이블에 로컬 보조 인덱스가 생성
됩니다. 테이블을 삭제할 경우 해당 테이블의 로컬 보조 인덱스도 삭제됩니다.
키가 아닌 하나의 속성을 로컬 보조 인덱스의 정렬 키로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한 속성은 스칼라 String,
Number 또는 Binary여야 합니다. 다른 스칼라 유형, 문서 유형 및 집합 유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형식에 대한 전체 목록은 데이터 유형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의 경우 파티션 키 값당 10GB 크기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파
티션 키 값의 총 크기가 10GB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로컬 보조 인텍스가 있는 테이블은 모든 수의
항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컬렉션 크기 제한 (p. 542)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데이터 형식의 속성을 로컬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칼라, 문서, 집합이 포
함됩니다. 데이터 형식에 대한 전체 목록은 데이터 유형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데이터 읽기
Query 및 Scan 작업을 사용하여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항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GetItem 및
BatchGetItem 작업은 로컬 보조 인덱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 쿼리
DynamoDB 테이블에서 각 항목에 대한 파티션 키 값과 정렬 키 값의 조합은 고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정렬 키 값은 특정 파티션 키 값에 대해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에 정렬
키 값이 같은 여러 항목이 있을 경우 Query 작업은 파티션 키 값이 같은 항목을 모두 반환합니다. 응답 시 일
치하는 항목이 특정 순서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또는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사용하여 로컬 보조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원하
는 유형의 일관성을 지정하려면 Query 작업의 ConsistentRead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
스에서 강력히 일관된 읽기는 항상 업데이트된 최신 값을 반환합니다. 쿼리가 기본 테이블에서 추가 속성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 해당 속성은 인덱스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Example
특정 포럼의 토론 스레드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Query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반환된 경우를 가정해 보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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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Name": "Thread",
"IndexName": "LastPostIndex",
"ConsistentRead": false,
"ProjectionExpression": "Subject, LastPostDateTime, Replies, Tags",
"KeyConditionExpression":
"ForumName = :v_forum and LastPostDateTime between :v_start and :v_end",
"ExpressionAttributeValues": {
":v_start": {"S": "2015-08-31T00:00:00.000Z"},
":v_end": {"S": "2015-11-31T00:00:00.000Z"},
":v_forum": {"S": "EC2"}
}

이 쿼리에서
• DynamoDB는 LastPostIndex에 액세스하고 ForumName 파티션 키를 사용하여 "EC2"의 인덱스 항목을
찾습니다. 이 키가 있는 모든 인덱스 항목은 빠른 검색을 위해 인접한 상태로 저장됩니다.
• 이 포럼 내에서 DynamoDB는 인덱스를 사용하여 지정된 LastPostDateTime 조건과 일치하는 키를 조
회합니다.
• Replies 속성은 인덱스로 프로젝션되므로 DynamoDB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추가로 소비하지 않고
이 속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Tags 속성은 인덱스로 프로젝션되지 않으므로 DynamoDB는 Thread 테이블에 액세스하여 이 속성을 가
져와야 합니다.
• 결과가 반환되고, LastPostDateTime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인덱스 항목이 파티션 키 값을 기준
으로 정렬된 다음 정렬 키를 기준으로 정렬되고, Query는 저장된 순서로 인덱스 항목을 반환합니다.
ScanIndexForward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Tags 속성은 로컬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되지 않으므로 DynamoDB는 추가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하여 이
속성을 기본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 쿼리를 자주 실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 테이블에서 가져오
기가 되지 않도록 Tags를 LastPostIndex로 프로젝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만 Tags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덱스에 Tags을 프로젝션하기 위한 추가 스토리지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 스캔
Scan을 사용하여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기본 테이블 이름과 인
덱스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DynamoDB는 Scan을 사용하여 인덱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읽고 애플리케
이션에 반환합니다. 또한 일부 데이터만 반환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무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
이 하려면 Scan API의 FilterExpression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캔에 대한 필터 표현
식 (p. 441)을 참조하십시오.

항목 읽기 및 로컬 보조 인덱스
DynamoDB는 자동으로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를 관련 기본 테이블과 동기화 상태로 유지합니다. 애플리케
이션이 인덱스에 직접 쓰기를 수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DynamoDB가 이러한 인덱스를 유지하는
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인덱스의 정렬 키로 사용할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속성의 데이터 형
식을 지정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 테이블에 항목을 쓸 때마다 항목이 인덱스 키 속성을 정의할 경우 해당
형식이 인덱스 키 스키마의 데이터 형식과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astPostIndex의 경우, 인덱스의
LastPostDateTime 정렬 키가 String 데이터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Thread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하고
LastPostDateTime(예: Number)에 다른 데이터 형식을 지정할 경우 DynamoDB에서 데이터 형식 불일치
로 인해 ValidationException을 반환합니다.
기본 테이블의 항목과 로컬 보조 인덱스의 항목이 일대일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
한 동작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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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보조 인덱스가 많은 테이블은 인덱스가 적은 테이블보다 쓰기 작업에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
한 정보는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p. 539)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의 경우 파티션 키 값당 10GB 크기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파
티션 키 값의 총 크기가 10GB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로컬 보조 인텍스가 있는 테이블은 모든 수의
항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컬렉션 크기 제한 (p. 542)을 참조하십시오.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DynamoDB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해당 테이블의 예상 워크로드를 위한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를 프로
비저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워크로드에는 테이블의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작업이 포함됩니
다.
프로비저닝된 처리 용량에 대한 현재 요율을 보려면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읽기 용량 단위
로컬 보조 인덱스를 쿼리할 경우 소비되는 읽기 용량 단위의 수는 데이터가 액세스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
니다.
테이블 쿼리와 마찬가지로, 인덱스 쿼리는 ConsistentRead값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또는 강력
한 일관된 읽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는 하나의 읽기
용량 단위를 소비하고 하나의 최종적 일관된 읽기(Eventually Consistent Read)는 그 절반만 소비합니다. 따
라서, 최종적 일관된 읽기(Eventually Consistent Read)를 선택할 경우 읽기 용량 단위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
다.
인덱스 키 및 프로젝션된 속성만 요구하는 인덱스 쿼리의 경우 DynamoDB는 테이블에 대한 쿼리와 같은 방
식으로 프로비저닝된 읽기 작업을 계산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기본 테이블 항목의 크기가 아닌 인덱스 항목
의 크기를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읽기 용량 단위의 수는 반환된 모든 항목에서 프로젝션
된 모든 속성 크기의 합계입니다. 그런 다음 결과가 다음 4KB 경계로 반올림됩니다. DynamoDB에서 프로
비저닝된 처리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
리 (p. 283) 단원을 참조하세요.
로컬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되지 않은 속성을 읽는 인덱스 쿼리의 경우 DynamoDB는 인덱스에서 프로젝
션된 속성을 읽을 뿐만 아니라 기본 테이블에서 이러한 속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져오기 작업은
Query 작업의 Select 또는 ProjectionExpression 파라미터에 프로젝션되지 않은 속성을 포함할 때
발생합니다. 가져오기를 수행하면 쿼리 응답이 더욱 지연되며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비용도 증가합니다. 위에
서 설명한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읽기 이외에 가져온 모든 기본 테이블 항목의 읽기 용량 단위에도 요금이 청
구됩니다. 이 요금은 요청된 속성뿐만 아니라 테이블에서 각각의 항목 전체를 읽는 데 부과되는 것입니다.
Query 작업에서 반환된 결과의 최대 크기는 1MB입니다. 여기에는 반환된 모든 항목의 속성 이름 및 값의 크
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한 쿼리로 DynamoDB가 기본 테이블에서 항목 속성을 가져
올 경우 결과에 있는 데이터의 최대 크기는 더 작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 크기는 다음의 합계입니다.
• 인덱스에서 일치하는 항목의 크기(다음 4KB로 반올림됨)
• 기본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각 항목의 크기(각 항목이 개별적으로 다음 4KB로 반올림됨)
이 수식을 사용하면 쿼리 작업에서 반환한 결과의 최대 크기는 계속 1MB입니다.
예를 들어 각 항목의 크기가 300바이트인 테이블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
지만 각 항목에서 200바이트만 인덱스로 프로젝션되었습니다. 이제 이 인덱스를 Query할 때 쿼리에서 각 항
목의 테이블을 가져와야 하고 쿼리에서 4개 항목을 반환한다고 가정합니다. DynamoDB는 다음과 같이 합계
를 계산합니다.
• 인덱스에서 일치하는 항목의 크기는 200바이트 × 4개 항목 = 800바이트이며, 이 값은 4KB로 반올림됩니
다.
• 기본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각 항목의 크기는 300바이트(4KB로 반올림됨) × 4개 항목 = 16K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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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과에 포함된 데이터의 총 크기는 20KB입니다.

쓰기 용량 단위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고 로컬 보조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경우 테이블의 할당 쓰기 용
량 단위가 소비됩니다. 쓰기에 프로비저닝된 총 처리량 비용은 테이블에 쓰기 작업으로 소비된 쓰기 용량 단
위와 로컬 보조 인덱스를 업데이트하여 소비된 쓰기 용량 단위의 합계입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에 항목을 쓰는 비용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덱싱된 속성을 정의하는 테이블에 새 항목을 쓰거나 이전에 정의되지 않은 인덱싱된 속성을 정의하도록
기존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항목을 인덱스에 넣으려면 1번의 쓰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 테이블을 업데이트하여 인덱스 키 속성 값이 A에서 B로 변경될 경우 두 번의 쓰기, 즉, 인덱스에서 이전 항
목을 삭제하는 쓰기와 새 항목을 인덱스에 추가하는 쓰기가 필요합니다.
• 항목이 인덱스에 있지만 테이블 쓰기로 인해 인덱스 속성이 삭제된 경우 인덱스에서 기존 항목 프로젝션을
삭제하는 한 번의 쓰기가 필요합니다.
• 항목이 업데이트되기 전후에 인덱스에 항목이 없을 경우 인덱스에 추가 쓰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인덱스에 있는 각 항목의 크기가 쓰기 용량 단위를 계산하기 위한 1KB 항목 크기보다 작
거나 같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보다 큰 인덱스 항목에서는 추가 쓰기 용량 단위가 필요합니다. 쿼리에서 어
떤 속성을 반환해야 하는지 고려하고 해당 속성만 인덱스에 프로젝션함으로써 쓰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
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한 스토리지 고려 사항
애플리케이션에서 테이블에 항목을 쓰는 경우 DynamoDB는 해당 속성이 표시되어야 하는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에 올바른 속성 하위 집합을 자동으로 복사합니다. AWS 계정에는 기본 테이블의 항목 스토리지 비용
및 해당 테이블에 있는 로컬 보조 인덱스의 속성 스토리지 비용이 청구됩니다.
인덱스 항목에서 사용하는 공간의 양은 다음의 합계입니다.
• 기본 테이블 기본 키(파티션 및 정렬 키)의 크기(바이트)
• 인덱스 키 속성의 크기(바이트)
• 프로젝션된 속성(있는 경우)의 크기(바이트)
• 인덱스 항목당 오버헤드의 100바이트
로컬 보조 인덱스의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추정하려면 인덱스의 평균 항목 크기를 추정한 다음 기본 테이블
에 있는 항목의 수를 곱합니다.
테이블에 특정 속성이 정의되지 않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속성이 인덱스 정렬 키로 정의된 경우
DynamoDB에서 해당 항목의 데이터를 인덱스에 쓰지 않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의 항목 컬렉션
Note
다음 단원은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에만 적용됩니다.
DynamoDB에서 항목 컬렉션은 테이블에서 동일한 파티션 키 값과 해당하는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
는 항목의 그룹입니다. 이 단원 전반에 사용된 예제에서 Thread 테이블의 파티션 키는 ForumName이며
LastPostIndex의 파티션 키도 ForumName입니다. 동일한 ForumName을 가진 모든 테이블과 인덱스 항
목은 동일한 항목 컬렉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Thread 테이블과 LastPostIndex 로컬 보조 인덱스에
는 포럼 EC2에 대한 한 가지 항목 컬렉션과 포럼 RDS에 대한 다른 항목 컬렉션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포럼 S3의 항목 컬렉션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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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에서 항목 컬렉션은 Thread 및 LastPostIndex의 모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ForumName 파티션 키 값은 "S3"입니다. 테이블에 다른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을 경우 해당 인덱스에서
ForumName이 "S3"인 모든 항목도 항목 컬렉션에 포함됩니다.
DynamoDB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사용하여 항목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 BatchWri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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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Item
• PutItem
• UpdateItem
• TransactWriteItems
각 작업은 ReturnItemCollectionMetrics 파라미터를 지원합니다. 이 파라미터를 SIZE로 설정할 경우
인덱스에 있는 각 항목 컬렉션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mple
다음은ReturnItemCollectionMetrics를 SIZE로 설정한 상태에서 Thread 테이블에서 UpdateItem
작업을 실행하는 출력의 예제입니다. 업데이트된 항목에 ForumName 값 "EC2"가 있으므로 출력에 항목 컬
렉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

ItemCollectionMetrics: {
ItemCollectionKey: {
ForumName: "EC2"
},
SizeEstimateRangeGB: [0.0, 1.0]
}

SizeEstimateRangeGB 객체는 이 항목 컬렉션의 크기가 0~1GB임을 나타냅니다. DynamoDB는 이 크기
추정 값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므로 다음에 항목이 수정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 컬렉션 크기 제한
로컬 보조 인덱스가 하나 이상 포함된 테이블의 항목 컬렉션의 최대 크기는 10GB입니다. 이는 로컬 보조 인
덱스가 없는 테이블의 항목 컬렉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항목 컬렉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하나 이상 있는 테이블만 영향을 받습니다.
항목 컬렉션이 10GB 한도를 초과할 경우 DynamoDB에서
ItemCollectionSizeLimitExceededException을 반환하며 항목 컬렉션에 더 이상 항목을 추가하거
나 항목 컬렉션에 있는 항목의 크기를 늘릴 수 없습니다. (항목 컬렉션의 크기를 줄이는 읽기 및 쓰기 작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 컬렉션에는 계속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항목 컬렉션의 크기를 줄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해당 파티션 키 값이 있는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합니다. 기본 테이블에서 이러한 항목을 삭제하면
DynamoDB도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가진 인덱스 항목을 제거합니다.
• 속성을 제거하거나 속성 크기를 줄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속성이 로컬 보조 인덱스로 프로젝션
될 경우 DynamoDB에서도 해당 인덱스 항목의 크기를 줄입니다.
• 동일한 파티션 키와 정렬 키로 새 테이블을 만든 다음 기존 테이블의 항목을 새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이
방법은 테이블에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과거 데이터가 있을 경우 효과적입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목 컬렉션의 총 크기가 10GB 미만으로 감소하면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가진 항목을 다시 추가할 수 있습
니다.
항목 컬렉션의 크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
다. BatchWriteItem, DeleteItem, PutItem 또는 UpdateItem을 사용할 때마다
ReturnItemCollectionMetrics 파라미터를 SIZE로 설정하는 것이 그중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애플리케
이션은 출력에 있는 ReturnItemCollectionMetrics 객체를 조사하고 항목 컬렉션이 사용자 정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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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8GB)를 초과할 때마다 오류 메시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한도를 10GB보다 작게 설정할 경우 이른 단계
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목 컬렉션이 한도에 가까워지면 미리 조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목 컬렉션 및 파티션
로컬 보조 인덱스가 하나 이상 포함된 테이블에서 각 항목 컬렉션은 한 파티션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항목 컬
렉션의 전체 크기는 해당 파티션의 용량(10GB)으로 제한됩니다. 데이터 모델에 크기 제한이 없는 항목 컬렉
션이 포함되어 있거나 향후 일부 항목 컬렉션이 10GB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애플리케이션
의 경우 대신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이블 데이터가 각각의 파티션 키 값에서 고르게 분산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해야 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단일 파티션의 단일 항목 컬렉션 내에 읽기 및 쓰기 작업의 "핫
스폿"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로 작업: Java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로컬 보조 인덱스가 포함된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의 인덱스를 설명하고, 인덱스를 사용하여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 작업을 할 때 따라야 할 공통 단계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해당하는 요청 객체를 만들어 작업의 필수 및 선택적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만든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적절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주제
•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p. 543)
•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p. 544)
• 로컬 보조 인덱스 쿼리 (p. 545)
• 예: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로컬 보조 인덱스 (p. 546)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로컬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을 만들 때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createTable 메서드를 사용
하여 하나 이상의 로컬 보조 인덱스 사양을 입력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보유한 음악 파일에 있는 곡
의 정보를 담은 테이블을 만듭니다. 파티션 키는 Artist이고 정렬 키는 SongTitle입니다. 보조 인덱스인
AlbumTitleIndex는 앨범 제목을 사용해 쿼리를 쉽게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은 DynamoDB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Creat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테이블 이름, 기본 키, 그리고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값입니다. 로컬 보조 인
덱스의 경우 인덱스 이름, 인덱스 정렬 키의 이름 및 데이터 형식, 인덱스의 키 스키마, 속성 프로젝션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createTabl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이 코드는 AlbumTitle 속성에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Music)을 생성합니다. 인덱스에 프로젝션되는 속성은 테이블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와 인덱스 정렬 키뿐입니
다.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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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Music";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createTableRequest.setProvisionedThroughput(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long)5).withWriteCapacityUnits((long)5));
//AttributeDefinitions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Artist").withAttributeType("S"));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SongTitle").withAttributeType("S"));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AlbumTitle").withAttributeType("S"));
createTableRequest.set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KeySchema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Artist").withKeyType(KeyType.HASH)); //Partition
key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SongTitle").withKeyType(KeyType.RANGE)); //Sort key
createTableRequest.setKeySchema(tableKeySchema);
Array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Artist").withKeyType(KeyType.HASH)); //Partition
key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AlbumTitle").withKeyType(KeyType.RANGE)); //Sort
key
Projection projection = 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ProjectionType.INCLUDE);
ArrayList<String> nonKeyAttributes = new ArrayList<String>();
nonKeyAttributes.add("Genre");
nonKeyAttributes.add("Year");
projection.setNonKeyAttributes(nonKeyAttributes);
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 = new LocalSecondaryIndex()
.withIndexName("AlbumTitleIndex").withKeySchema(indexKeySchema).withProjection(projection);
ArrayList<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es = new
ArrayList<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es.add(localSecondaryIndex);
createTableRequest.setLocalSecondaryIndexes(localSecondaryIndexes);
Table table = dynamoDB.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System.out.println(table.getDescription());

DynamoDB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
블에 데이터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테이블의 로컬 보조 인덱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escribeTable 메서드를 참조하세요. 각 인덱스에 대해
인덱스의 이름, 키 스키마 및 프로젝션된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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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로컬 보조 인덱스 정보에 액세스하는 단계
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테이블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3.

Table 객체의 describeTabl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Music";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ableDescription tableDescription = table.describe();
List<LocalSecondaryIndexDescription> localSecondaryIndexes
= tableDescription.getLocalSecondaryIndexes();
// This code snippet will work for multiple indexes, even though
// there is only one index in this example.
Iterator<LocalSecondaryIndexDescription> lsiIter = localSecondaryIndexes.iterator();
while (lsiIter.hasNext()) {
LocalSecondaryIndexDescription lsiDescription = lsiIter.next();
System.out.println("Info for index " + lsiDescription.getIndexName() + ":");
Iterator<KeySchemaElement> kseIter = lsiDescription.getKeySchema().iterator();
while (kseIter.hasNext()) {
KeySchemaElement kse = kseIter.next();
System.out.printf("\t%s: %s\n", kse.getAttributeName(), kse.getKeyType());
}
Projection projection = lsiDescription.getProjection();
System.out.println("\tThe projection type is: " + projection.getProjectionType());
if (projection.getProjectionType().toString().equals("INCLUDE")) {
System.out.println("\t\tThe non-key projected attributes are: " +
projection.getNonKeyAttributes());
}

}

로컬 보조 인덱스 쿼리
테이블을 Query할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Query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인덱스 이름, 인덱스 정렬 키의 쿼리 기준, 반환하려는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 인덱스는
AlbumTitleIndex이고 인덱스 정렬 키는 AlbumTitle입니다.
인덱스로 프로젝션된 속성만 반환됩니다. 키가 아닌 속성을 선택하도록 이 쿼리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
게 하려면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 테이블 가져오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속성 프로젝션 (p. 535)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AWS SDK for Java 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로컬 보조 인덱스를 쿼리하는 단계입니다.
1.

DynamoDB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Tabl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테이블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3.

Index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인덱스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4.

Index 클래스의 query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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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Java 코드 예는 앞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Example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Music";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Index index = table.getIndex("AlbumTitleIndex");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
.withKeyConditionExpression("Artist = :v_artist and AlbumTitle = :v_title")
.withValueMap(new ValueMap()
.withString(":v_artist", "Acme Band")
.withString(":v_title", "Songs About Life"));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index.query(spec);
Iterator<Item> itemsIter = items.iterator();
while (itemsIter.hasNext()) {
Item item = itemsIter.next();
System.out.println(item.toJSONPretty());
}

예: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로컬 보조 인덱스
다음 Java 코드 예제는 Amazon DynamoDB에서 로컬 보조 인덱스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
어 파티션 키가 CustomerId이고 정렬 키가 OrderId인 CustomerOrders라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이 테이블에는 두 개의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 OrderCreationDateIndex - 정렬 키는 OrderCreationDate이며 다음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됩
니다.
• ProductCategory
• ProductName
• OrderStatus
• ShipmentTrackingId
• IsOpenIndex - 정렬 키는 IsOpen이며 모든 테이블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CustomerOrders 테이블이 생성되면 프로그램에서 고객 주문을 나타내는 데이터와 함께 테이블을
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로컬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CustomerOrders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다음 샘플을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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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document;
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Iterator;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ndex;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Coll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PutItem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Query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QuerySpec;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utils.ValueMap;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Table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LocalSecondaryIndex;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j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jection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turnConsumedCapacity;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elect;

public class DocumentAPILocalSecondaryIndexExample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public static String tableName = "CustomerOrders";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createTable();
loadData();
query(null);
query("IsOpenIndex");
query("OrderCreationDateIndex");
deleteTable(tableName);
}
public static void createTable() {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
.withProvisionedThroughput(
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long)
1).withWriteCapacityUnits((long) 1));
// Attribute definitions for table partition and sort keys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CustomerId").withAttribute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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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OrderId").withAttributeType("N"));
// Attribute definition for index primary key attributes
attributeDefinitions
.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OrderCreationDate").withAttributeType("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IsOpen").withAttributeType("N"));
createTableRequest.set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 Key schema for table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CustomerId").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OrderId").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createTableRequest.setKeySchema(tableKeySchema);
ArrayList<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es = new
ArrayList<LocalSecondaryIndex>();
// OrderCreationDateIndex
LocalSecondaryIndex orderCreationDateIndex = new
LocalSecondaryIndex().withIndexName("OrderCreationDateIndex");
// Key schema for OrderCreationDateIndex
Array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CustomerId").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OrderCreationDate").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orderCreationDateIndex.setKeySchema(indexKeySchema);
// Projection (with list of projected attributes) for
// OrderCreationDateIndex
Projection projection = 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ProjectionType.INCLUDE);
ArrayList<String> nonKeyAttributes = new ArrayList<String>();
nonKeyAttributes.add("ProductCategory");
nonKeyAttributes.add("ProductName");
projection.setNonKeyAttributes(nonKeyAttributes);
orderCreationDateIndex.setProjection(projection);
localSecondaryIndexes.add(orderCreationDateIndex);
// IsOpenIndex
LocalSecondaryIndex isOpenIndex = new
LocalSecondaryIndex().withIndexName("IsOpenIndex");
// Key schema for IsOpen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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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CustomerId").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IsOpen").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 Projection (all attributes) for IsOpenIndex
projection = 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ProjectionType.ALL);
isOpenIndex.setKeySchema(indexKeySchema);
isOpenIndex.setProjection(projection);
localSecondaryIndexes.add(isOpenIndex);
// Add index definitions to CreateTable request
createTableRequest.setLocalSecondaryIndexes(localSecondaryIndexes);
System.out.println("Creating table " + tableName + "...");
System.out.println(dynamoDB.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

// Wait for table to become active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come ACTIVE...");
try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able.waitForActive();
}
catch (Interrupted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public static void query(String indexNam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n");

System.out.println("\n***********************************************************
System.out.println("Querying table " + tableName + "...");

QuerySpec querySpec = new
QuerySpec().withConsistentRead(true).withScanIndexForward(true)
.withReturnConsumedCapacity(ReturnConsumedCapacity.TOTAL);
if (indexName == "IsOpenIndex") {
open.");

System.out.println("\nUsing index: '" + indexName + "': Bob's orders that are
System.out.println("Only a user-specified list of attributes are returned\n");
Index index = table.getIndex(indexName);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CustomerId = :v_custid and IsOpen
= :v_isopen")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custid",
"bob@example.com").withNumber(":v_isopen", 1));
querySpec.withProjectionExpression("OrderCreationDate, ProductCategory,
ProductName, OrderStatus");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index.query(querySpec);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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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ut.println("Query: printing results...");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
else if (indexName == "OrderCreationDateIndex") {
System.out.println("\nUsing index: '" + indexName + "': Bob's orders that were
placed after 01/31/2015.");
System.out.println("Only the projected attributes are returned\n");
Index index = table.getIndex(indexName);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CustomerId = :v_custid and
OrderCreationDate >= :v_orddate")
.withValueMap(
new ValueMap().withString(":v_custid",
"bob@example.com").withNumber(":v_orddate", 20150131));
querySpec.withSelect(Select.ALL_PROJECTED_ATTRIBUTES);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index.query(querySpec);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System.out.println("Query: printing results...");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
else {
System.out.println("\nNo index: All of Bob's orders, by OrderId:\n");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CustomerId = :v_custid")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custid", "bob@example.com"));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querySpec);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System.out.println("Query: printing results...");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
}
public static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System.out.println("Deleting table " + tableName + "...");
table.delete();

}

// Wait for table to be deleted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deleted...");
try {
table.waitForDelete();
}
catch (Interrupted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API 버전 2012-08-10
55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로컬 보조 인덱스
public static void loadData()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System.out.println("Loading data into table " + tableName + "...");
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alice@example.com").withNumber("OrderId", 1)
.withNumber("IsOpen", 1).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101).withString("ProductCategory", "Book")
.withString("ProductName", "The Great Outdoors").withString("OrderStatus",
"PACKING ITEMS");
// no ShipmentTrackingId attribute
PutItemOutcome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alice@example.com").withNumber("OrderId", 2)
.withNumber("IsOpen", 1).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221).withString("ProductCategory", "Bike")
.withString("ProductName", "Super Mountain").withString("OrderStatus", "ORDER
RECEIVED");
// no ShipmentTrackingId attribute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alice@example.com").withNumber("OrderId", 3)
// no IsOpen attribute
.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304).withString("ProductCategory",
"Music")
.withString("ProductName", "A Quiet Interlude").withString("OrderStatus", "IN
TRANSIT")
.withString("ShipmentTrackingId", "176493");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bob@example.com").withNumber("OrderId", 1)
// no IsOpen attribute
.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111).withString("ProductCategory",
"Movie")
.withString("ProductName", "Calm Before The Storm").withString("OrderStatus",
"SHIPPING DELAY")
.withString("ShipmentTrackingId", "859323");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bob@example.com").withNumber("OrderId", 2)
// no IsOpen attribute
.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124).withString("ProductCategory",
"Music")
.withString("ProductName", "E-Z Listening").withString("OrderStatus",
"DELIVERED")
.withString("ShipmentTrackingId", "756943");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bob@example.com").withNumber("OrderId", 3)
// no IsOpen attribute
.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221).withString("ProductCategory",
"Music")
.withString("ProductName", "Symphony 9").withString("OrderStatus", "DELIVERED")
.withString("ShipmentTrackingId", "64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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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bob@example.com").withNumber("OrderId", 4)
.withNumber("IsOpen", 1).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222).withString("ProductCategory", "Hardware")
.withString("ProductName", "Extra Heavy Hammer").withString("OrderStatus",
"PACKING ITEMS");
// no ShipmentTrackingId attribute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bob@example.com").withNumber("OrderId", 5)
/* no IsOpen attribute */
.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309).withString("ProductCategory",
"Book")
.withString("ProductName", "How To Cook").withString("OrderStatus", "IN
TRANSIT")
.withString("ShipmentTrackingId", "440185");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bob@example.com").withNumber("OrderId", 6)
// no IsOpen attribute
.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318).withString("ProductCategory",
"Luggage")
.withString("ProductName", "Really Big Suitcase").withString("OrderStatus",
"DELIVERED")
.withString("ShipmentTrackingId", "893927");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CustomerId",
"bob@example.com").withNumber("OrderId", 7)
/* no IsOpen attribute */
.withNumber("OrderCreationDate", 20150324).withString("ProductCategory",
"Golf")
.withString("ProductName", "PGA Pro II").withString("OrderStatus", "OUT FOR
DELIVERY")
.withString("ShipmentTrackingId", "383283");

}

putItemOutcome = table.putItem(item);
assert putItemOutcome != null;

}

로컬 보조 인덱스로 작업: .NET
주제
•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p. 553)
•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p. 554)
• 로컬 보조 인덱스 쿼리 (p. 555)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로컬 보조 인덱스 (p. 556)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로컬 보조 인덱스가 포함된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의 인덱스를 설명하고, 인덱스를 사용하여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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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하위 수준 DynamoDB API 작업으로 매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NET 코드 예시 (p. 273)을 참조하
십시오.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 작업을 할 때 따라야 할 공통 단계입니다.
1.
2.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해당하는 요청 객체를 만들어 작업의 필수 및 선택적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reateTableRequest 객체를 만들어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QueryRequest 객체를 만들어
테이블 또는 인덱스를 쿼리합니다.

3.

이전 단계에서 만든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적절한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로컬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을 만들 때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reateTable을 사용하고
하나 이상의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는 보유한 음악 파일에 있는 곡
의 정보를 담은 테이블을 만듭니다. 파티션 키는 Artist이고 정렬 키는 SongTitle입니다. 보조 인덱스인
AlbumTitleIndex는 앨범 제목을 사용해 쿼리를 쉽게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로컬 보조 인덱스가 포함된 테이블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Creat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테이블 이름, 기본 키, 그리고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값입니다. 로컬 보조 인
덱스의 경우 인덱스 이름, 인덱스 정렬 키의 이름 및 데이터 형식, 인덱스의 키 스키마, 속성 프로젝션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Creat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코드는 AlbumTitle 속성에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
블(Music)을 생성합니다. 인덱스에 프로젝션되는 속성은 테이블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와 인덱스 정렬 키뿐입
니다.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Music";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ProvisionedThroughput
createTableRequest.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long)5,
WriteCapacityUnits = (long)5
};
//AttributeDefinitions
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Artist",
AttributeType = "S"
});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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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Name = "SongTitle",
AttributeType = "S"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AlbumTitle",
AttributeType = "S"
});
createTableRequest.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Definitions;
//KeySchema
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Artist", KeyType = "HASH" });
//Partition key
table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SongTitle", KeyType =
"RANGE" }); //Sort key
createTableRequest.KeySchema = tableKeySchema;
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Artist", KeyType = "HASH" });
//Partition key
index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AlbumTitle", KeyType =
"RANGE" }); //Sort key
Projection projection = new Projection() { ProjectionType = "INCLUDE" };
List<string> nonKeyAttributes = new List<string>();
nonKeyAttributes.Add("Genre");
nonKeyAttributes.Add("Year");
projection.NonKeyAttributes = nonKeyAttributes;
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 = new LocalSecondaryIndex()
{
IndexName = "AlbumTitleIndex",
KeySchema = indexKeySchema,
Projection = projection
};
List<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es = new List<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es.Add(localSecondaryIndex);
createTableRequest.LocalSecondaryIndexes = localSecondaryIndexes;
CreateTableResponse result = client.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Console.WriteLine(result.CreateTableResult.TableDescription.TableName);
Console.WriteLine(result.CreateTableResult.TableDescription.TableStatus);

DynamoDB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
블에 데이터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테이블의 로컬 보조 인덱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escribeTable API를 참조하세요. 각 인덱스에 대해 인
덱스의 이름, 키 스키마 및 프로젝션된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로컬 보조 인덱스 정보에 액세스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DescribeTable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테이블 이름을 입력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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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describeTable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4.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mple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Music";
DescribeTableResponse response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List<LocalSecondaryIndexDescription> localSecondaryIndexes =
response.DescribeTableResult.Table.LocalSecondaryIndexes;
// This code snippet will work for multiple indexes, even though
// there is only one index in this example.
foreach (LocalSecondaryIndexDescription lsiDescription in localSecondaryIndexes)
{
Console.WriteLine("Info for index " + lsiDescription.IndexName + ":");
foreach (KeySchemaElement kse in lsiDescription.KeySchema)
{
Console.WriteLine("\t" + kse.AttributeName + ": key type is " + kse.KeyType);
}
Projection projection = lsiDescription.Projection;
Console.WriteLine("\tThe projection type is: " + projection.ProjectionType);
if (projection.ProjectionType.ToString().Equals("INCLUDE"))
{
Console.WriteLine("\t\tThe non-key projected attributes are:");
foreach (String s in projection.NonKeyAttributes)
{
Console.WriteLine("\t\t" + s);
}
}

}

로컬 보조 인덱스 쿼리
테이블을 Query할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Quer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이름, 인덱스 정렬 키의 쿼리 기준, 반환하려는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 인덱스는
AlbumTitleIndex이고 인덱스 정렬 키는 AlbumTitle입니다.
인덱스로 프로젝션된 속성만 반환됩니다. 키가 아닌 속성을 선택하도록 이 쿼리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
게 하려면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 테이블 가져오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속성 프로젝션 (p. 535)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로컬 보조 인덱스를 쿼리하는 단계입니다.
1.

AmazonDynamoDBClient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2.

QueryRequest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 요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요청 객체를 파라미터로 입력하여 query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C# 코드 예제에서는 이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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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QueryRequest query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Music",
IndexName = "AlbumTitleIndex",
Select = "ALL_ATTRIBUTES",
ScanIndexForward = true,
KeyConditionExpression = "Artist = :v_artist and AlbumTitle = :v_title",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artist",new AttributeValue {S = "Acme Band"}},
{":v_title",new AttributeValue {S = "Songs About Life"}}
},
};
QueryResponse response = client.Query(queryRequest);
foreach (var attribs in response.Items)
{
foreach (var attrib in attribs)
{
Console.WriteLine(attrib.Key + " ---> " + attrib.Value.S);
}
Console.WriteLine();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는 로컬 보조 인덱스
다음 C# 코드 예제는 Amazon DynamoDB에서 로컬 보조 인덱스로 작업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파티션 키가 CustomerId이고 정렬 키가 OrderId인 CustomerOrders라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두 개의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 OrderCreationDateIndex - 정렬 키는 OrderCreationDate이며 다음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됩
니다.
• ProductCategory
• ProductName
• OrderStatus
• ShipmentTrackingId
• IsOpenIndex - 정렬 키는 IsOpen이며 모든 테이블 속성이 인덱스로 프로젝션됩니다.
CustomerOrders 테이블이 생성되면 프로그램에서 고객 주문을 나타내는 데이터와 함께 테이블을
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로컬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CustomerOrders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다음 예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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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using System;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System.Linq;
using Amazon.DynamoDBv2;
using Amazon.DynamoDBv2.DataModel;
using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using Amazon.DynamoDBv2.Model;
using Amazon.Runtime;
using Amazon.SecurityToken;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LowLevelLocalSecondaryIndexExample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private static string tableName = "CustomerOrders";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CreateTable();
LoadData();
Query(null);
Query("IsOpenIndex");
Query("OrderCreationDateIndex");
DeleteTable(tableName);
Console.WriteLine("To continue, press Enter");
Console.ReadLine();

}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
{
var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long)1,
WriteCapacityUnits = (long)1
}
};
{

var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 definitions for table primary key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CustomerId", AttributeType = "S"
} },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OrderId", AttributeType =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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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tribute definitions for index primary key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OrderCreationDate", AttributeType = "N"
} },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IsOpen", AttributeType = "N"
}}
createTableRequest.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Definitions;

{

};

// Key schema for table
var table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CustomerId", KeyType = "HASH"
} },
//Partition key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OrderId", KeyType = "RANGE"
} }
//Sort key
createTableRequest.KeySchema = tableKeySchema;
var localSecondaryIndexes = new List<LocalSecondaryIndex>();
// OrderCreationDateIndex
LocalSecondaryIndex orderCreationDateIndex = new LocalSecondaryIndex()
{
IndexName = "OrderCreationDateIndex"
};

{

};

// Key schema for OrderCreationDateIndex
var index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CustomerId", KeyType = "HASH"
} },
//Partition key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OrderCreationDate", KeyType = "RANGE"
} }
//Sort key
orderCreationDateIndex.KeySchema = indexKeySchema;
// Projection (with list of projected attributes) for
// OrderCreationDateIndex
var projection = new Projection()
{
ProjectionType = "INCLUDE"
};

{
};

var nonKeyAttributes = new List<string>()
"ProductCategory",
"ProductName"
projection.NonKeyAttributes = nonKeyAttributes;
orderCreationDateIndex.Projection = projection;
localSecondaryIndexes.Add(orderCreationDateIndex);
// IsOpenIndex
LocalSecondaryIndex isOpenIndex
= new LocalSecondary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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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ndexName = "IsOpenIndex"

// Key schema for IsOpenIndex
index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CustomerId", KeyType = "HASH"
}},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sOpen", KeyType = "RANGE"
}}

//Partition key
//Sort key

// Projection (all attributes) for IsOpenIndex
projection = new Projection()
{
ProjectionType = "ALL"
};
isOpenIndex.KeySchema = indexKeySchema;
isOpenIndex.Projection = projection;
localSecondaryIndexes.Add(isOpenIndex);
// Add index definitions to CreateTable request
createTableRequest.LocalSecondaryIndexes = localSecondaryIndexes;

}

Console.WriteLine("Creating table " + tableName + "...");
client.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WaitUntilTableReady(tableName);

public static void Query(string indexName)
{
Console.WriteLine("\n***********************************************************\n");
Console.WriteLine("Querying table " + tableName + "...");
QueryRequest query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ConsistentRead = true,
ScanIndexForward = true,
ReturnConsumedCapacity = "TOTAL"
};
String keyConditionExpression = "CustomerId = :v_customerId";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v_customerId", new AttributeValue {
S = "bob@example.com"
}}
};

\n");

if (indexName == "IsOpenIndex")
{
Console.WriteLine("\nUsing index: '" + indexName
+ "': Bob's orders that are open.");
Console.WriteLine("Only a user-specified list of attributes are returned
queryRequest.IndexName = indexName;

API 버전 2012-08-10
55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로컬 보조 인덱스
keyConditionExpression += " and IsOpen = :v_isOpen";
expressionAttributeValues.Add(":v_isOpen", new AttributeValue
{
N = "1"
});
// ProjectionExpression
queryRequest.ProjectionExpression = "OrderCreationDate, ProductCategory,
ProductName, OrderStatus";
}
else if (indexName == "OrderCreationDateIndex")
{
Console.WriteLine("\nUsing index: '" + indexName
+ "': Bob's orders that were placed after 01/31/2013.");
Console.WriteLine("Only the projected attributes are returned\n");
queryRequest.IndexName = indexName;
keyConditionExpression += " and OrderCreationDate > :v_Date";
expressionAttributeValues.Add(":v_Date", new AttributeValue
{
N = "20130131"
});
// Select
queryRequest.Select = "ALL_PROJECTED_ATTRIBUTES";

}
else
{

Console.WriteLine("\nNo index: All of Bob's orders, by OrderId:\n");
}
queryRequest.KeyConditionExpression = keyConditionExpression;
queryRequest.ExpressionAttributeValues = expressionAttributeValues;
var result = client.Query(queryRequest);
var items = result.Items;
foreach (var currentItem in items)
{
foreach (string attr in currentItem.Keys)
{
if (attr == "OrderId" || attr == "IsOpen"
|| attr == "OrderCreationDate")
{
Console.WriteLine(attr + "---> " + currentItem[attr].N);
}
else
{
Console.WriteLine(attr + "---> " + currentItem[attr].S);
}
}
Console.WriteLine();
}
Console.WriteLine("\nConsumed capacity: " +
result.ConsumedCapacity.CapacityUnits + "\n");
}
private static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
Console.WriteLine("Deleting table " + tableName + "...");
client.DeleteTable(new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WaitForTableToBeDeleted(tableName);
}
public static void Load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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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ole.WriteLine("Loading data into table " + tableName + "...");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alice@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1"
};
item["IsOpen"] = new AttributeValue
{
N = "1"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101"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Book"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The Great Outdoors"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PACKING ITEMS"
};
/* no ShipmentTrackingId attribute */
PutItemRequest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alice@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2"
};
item["IsOpen"] = new AttributeValue
{
N = "1"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221"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Bike"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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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Super Mountain"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ORDER RECEIVED"
};
/* no ShipmentTrackingId attribute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alice@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3"
};
/* no IsOpen attribute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304"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Music"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A Quiet Interlude"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IN TRANSIT"
};
item["ShipmentTrackingId"] = new AttributeValue
{
S = "176493"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bob@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1"
};
/* no IsOpen attribute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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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Calm Before The Storm"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SHIPPING DELAY"
};
item["ShipmentTrackingId"] = new AttributeValue
{
S = "859323"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bob@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2"
};
/* no IsOpen attribute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124"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Music"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E-Z Listening"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DELIVERED"
};
item["ShipmentTrackingId"] = new AttributeValue
{
S = "756943"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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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bob@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3"
};
/* no IsOpen attribute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221"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Music"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Symphony 9"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DELIVERED"
};
item["ShipmentTrackingId"] = new AttributeValue
{
S = "645193"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bob@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4"
};
item["IsOpen"] = new AttributeValue
{
N = "1"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222"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Hardware"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Extra Heavy Hammer"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PACKING ITEMS"
};
/* no ShipmentTrackingId attribute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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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bob@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5"
};
/* no IsOpen attribute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309"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Book"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How To Cook"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IN TRANSIT"
};
item["ShipmentTrackingId"] = new AttributeValue
{
S = "440185"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bob@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6"
};
/* no IsOpen attribute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318"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Luggage"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Really Big Suit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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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DELIVERED"
};
item["ShipmentTrackingId"] = new AttributeValue
{
S = "893927"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item["CustomerId"] = new AttributeValue
{
S = "bob@example.com"
};
item["OrderId"] = new AttributeValue
{
N = "7"
};
/* no IsOpen attribute */
item["OrderCreationDate"] = new AttributeValue
{
N = "20130324"
};
item["ProductCategory"] = new AttributeValue
{
S = "Golf"
};
item["ProductName"] = new AttributeValue
{
S = "PGA Pro II"
};
item["OrderStatus"] = new AttributeValue
{
S = "OUT FOR DELIVERY"
};
item["ShipmentTrackingId"] = new AttributeValue
{
S = "383283"
};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ReturnItemCollectionMetrics = "SIZE"
};
client.PutItem(putItemRequest);

private static void WaitUntilTableReady(string tableName)
{
string status = null;
// Let us wait until table is created. Call DescribeTable.
do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try
{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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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bleName = tableName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status = res.Table.TableStatus;

}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 DescribeTable is eventually consistent. So you might
// get resource not found. So we handle the potential exception.
}
} while (status != "ACTIVE");

private static void WaitForTableToBeDeleted(string tableName)
{
bool tablePresent = true;
while (tablePresent)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try
{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

}

}

}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tablePresent = false;
}

로컬 보조 인덱스로 작업: AWS CLI
AWS CLI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
의 인덱스를 설명하고, 인덱스를 사용하여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제
•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p. 567)
•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p. 568)
• 로컬 보조 인덱스 쿼리 (p. 568)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생성
로컬 보조 인덱스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동시에 생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create-table 파라미터
를 사용하고 하나 이상의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한 사양을 제공합니다. 다음 예제는 보유한 음악 파일에 있는
곡의 정보를 담은 테이블(Music)을 생성합니다. 파티션 키는 Artist이고 정렬 키는 SongTitle입니다. 보
조 인덱스인 AlbumTitle 속성의 AlbumTitleIndex는 앨범 제목을 사용해 쿼리를 쉽게 수행하는 데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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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AttributeName=Album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
--local-secondary-indexes \
"[{\"IndexName\": \"AlbumTitleIndex\",
\"KeySchema\":[{\"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AttributeName\":\"AlbumTitle\",\"KeyType\":\"RANGE\"}],
\"Projection\":{\"ProjectionType\":\"INCLUDE\", \"NonKeyAttributes\":[\"Genre\",
\"Year\"]}}]"

DynamoDB에서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 상태가 ACTIVE로 설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
블에 데이터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describe table을 사용하여 테이블 생성 상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 설명
테이블의 로컬 보조 인덱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escribe-table 파라미터를 참조하세요. 각 인덱스에
대해 인덱스의 이름, 키 스키마 및 프로젝션된 속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Music

로컬 보조 인덱스 쿼리
테이블을 query할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로컬 보조 인덱스의 query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이름, 인덱스 정렬 키의 쿼리 기준, 반환하려는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 인덱스는
AlbumTitleIndex이고 인덱스 정렬 키는 AlbumTitle입니다.
인덱스로 프로젝션된 속성만 반환됩니다. 키가 아닌 속성을 선택하도록 이 쿼리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
게 하려면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드는 테이블 가져오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테이블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속성 프로젝션 (p. 535)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Music \
--index-name AlbumTitleIndex \
--key-condition-expression "Artist = :v_artist and AlbumTitle = :v_title" \
--expression-attribute-values '{":v_artist":{"S":"Acme Band"},":v_title":{"S":"Songs
About Life"} }'

DynamoDB Transactions를 사용하여 복잡한 워크플
로 관리
Amazon DynamoDB Transactions는 테이블 내나 테이블 간 모두에서 여러 항목을 조정된 양자택일 방식
으로 변경하는 개발자 경험을 간소화합니다. 트랜잭션은 DynamoDB에서 원자성, 일관성, 격리 및 내구성
(ACID)을 제공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ynamoDB 트랜잭션 읽기 및 쓰기 API를 사용하면 여러 항목을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해야 하는 복잡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한 번의 양자택일 방식 작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개발자
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게임 내 구매 시 플레이어의 프로필이 올바르게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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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쓰기 API에서는 여러 Put, Update, Delete 및 ConditionCheck 작업을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을 하나의 단위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단일 TransactWriteItems 작업으로 제출할 수 있
습니다. 그룹화한 후 단일 TransactGetItems 작업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여러 Get 작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DynamoDB 테이블에 대해 트랜잭션을 활성화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읽
기 또는 쓰기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DynamoDB는 트랜잭션의 모든 항목에 대해 두 개의 기본
읽기 또는 쓰기를 수행합니다. 하나는 트랜잭션을 준비하고, 하나는 트랜잭션을 커밋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본 읽기/쓰기 작업은 Amazon CloudWatch 지표로 표시됩니다.
DynamoDB 트랜잭션을 시작하려면 최신 AWS SDK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다운
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DynamoDB Transactions 예 (p. 576) 단원을 따르십시오.
다음 단원에서는 트랜잭션 API에 대한 세부 개요를 제공하고 DynamoDB에서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Amazon DynamoDB Transactions: 작동 방식 (p. 569)
• DynamoDB Transactions에서 IAM 사용 (p. 574)
• DynamoDB Transactions 예 (p. 576)

Amazon DynamoDB Transactions: 작동 방식
Amazon DynamoDB Transactions를 사용하면 여러 작업을 그룹화하고 하나의 양자택일
TransactWriteItems 또는 TransactGetItems 작업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DynamoDB에서 트랜잭션 작업 사용과 관련된 API 작업, 용량 관리, 모범 사례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설명합니
다.
주제
• TransactWriteItems API (p. 569)
• TransactGetItems API (p. 571)
• DynamoDB Transactions의 격리 수준 (p. 571)
• DynamoDB의 트랜잭션 충돌 처리 (p. 572)
• DynamoDB Accelerator(DAX)에서 트랜잭션 API 사용 (p. 573)
• 트랜잭션 용량 관리 (p. 573)
• 트랜잭션 모범 사례 (p. 574)
• 전역 테이블에 트랜잭션 API 사용 (p. 574)
• DynamoDB Transactions와 AWSLabs 트랜잭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비교 (p. 574)

TransactWriteItems API
TransactWriteItems는 최대 100개의 쓰기 작업을 한 번에 모두 수행하거나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 작
업으로 그룹화하는 동기식 idempotent 쓰기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에서는 동일한 AWS 계정과 동일한 리
전에 속한 하나 이상의 DynamoDB 테이블에서 최대 100개의 개별 항목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
랜잭션 내 항목의 총 크기는 4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작업은 원자 단위로 완료되므로 작업이 모두 성공하
거나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Note
• TransactWriteItems 작업은 BatchWriteItem 작업과 달리 포함된 작업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거나 전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BatchWriteItem 작업에서는 배치 내 일부 작업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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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를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트랜잭션 내에서 동일한 항목을 여러 작업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트랜잭
션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ConditionCheck 작업과 Update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작업은 동일한 트랜잭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Put - PutItem 작업을 시작하여 조건부로 또는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새 항목을 생성하거나 이전 항목을
새 항목으로 바꿉니다.
• Update - UpdateItem 작업을 시작하여 기존 항목의 속성을 편집합니다. 아직 항목이 없는 경우 새 항목
을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조건부로 또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항목에 대한 속성
을 추가, 삭제 또는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Delete - DeleteItem 작업을 시작하여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식별된 단일 항목을 삭제합니다.
• ConditionCheck -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항목의 특정 속성에 대한 조건을 검사합니다.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에 트랜잭션에 대한 변경 사항이 글로벌 보조 인덱스(GSI), 스트림 및 백업에 최종적
으로 전파됩니다. 전파는 즉시 또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파 중간에 테이블을 백업에서 복
원하거나(RestoreTableFromBackup) 특정 시점으로 내보낸(ExportTableToPointInTime) 경우에는 최근 트랜
잭션 동안 수행된 변경 사항의 일부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멱등성
TransactWriteItems를 호출할 때 요청이 멱등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토큰을 선택적으로 포함
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멱등성으로 지정하면 연결 시간 초과 또는 기타 연결 문제로 인해 동일한 작업이
여러 번 제출될 경우에 애플리케이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TransactWriteItems 호출이 성공한 경우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을 포함하는 후속
TransactWriteItems 호출은 변경 없이 성공적으로 반환됩니다. ReturnConsumedCapacity 파라미터
를 설정한 경우 초기 TransactWriteItems 호출은 변경하는 데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 수를 반환합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을 포함하는 후속 TransactWriteItems 호출은 항목을 읽는 데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 수를 반환합니다.

멱등성에 대한 중요 사항
• 클라이언트 토큰은 해당 토큰을 사용하는 요청이 완료된 후 10분 동안 유효합니다. 10분이 경과한 이후에
는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을 사용하는 모든 요청이 새 요청으로 처리됩니다. 10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
일한 요청에 대해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을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 10분 멱등성 기간 내에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로 요청을 반복하지만 일부 다른 요청 파라미터를 변경
할 경우 DynamoDB는 IdempotentParameterMismatch 예외를 반환합니다.

쓰기 오류 처리
다음과 같은 경우 쓰기 트랜잭션이 실패합니다.
• 조건식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TransactWriteItems 작업 내 여러 작업에서 동일한 항목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트랜잭션 검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TransactWriteItems 요청이 TransactWriteItems 요청에 있는 한 개 이상의 항목
에 대한 지속적 TransactWriteItems 작업과 충돌하는 경우 이 경우 요청은 실패하고
TransactionCanceledException이 반환됩니다.
•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한 프로비저닝 용량이 부족한 경우
• 트랜잭션에 의한 변경으로 인해 항목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거나(400KB 초과), 로컬 보조 인덱스(LSI)가 너
무 커지거나, 유사한 검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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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오류(예: 잘못된 데이터 형식)가 발생하는 경우
TransactWriteItems 작업과의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트랜잭션 충
돌 처리 (p. 57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TransactGetItems API
TransactGetItems는 최대 100개의 Get 작업을 함께 그룹화하는 동기식 읽기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에
서는 동일한 AWS 계정과 리전에 속한 하나 이상의 DynamoDB 테이블에서 최대 100개의 개별 항목을 대상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내 항목의 총 크기는 4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Get 작업은 원자 단위로 수행되므로 작업이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 Get - GetItem 작업을 시작하여 지정된 기본 키의 항목에 대한 속성 집합을 검색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면 Get이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읽기 오류 처리
다음과 같은 경우 읽기 트랜잭션이 실패합니다.
• TransactGetItems 요청이 TransactGetItems 요청에 있는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지속적 TransactWriteItems 작업과 충돌하는 경우 이 경우 요청은 실패하고
TransactionCanceledException이 반환됩니다.
•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한 프로비저닝 용량이 부족한 경우
• 사용자 오류(예: 잘못된 데이터 형식)가 발생하는 경우
TransactGetItems 작업과의 충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트랜잭션 충돌
처리 (p. 57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 Transactions의 격리 수준
트랜잭션 작업(TransactWriteItems 또는 TransactGetItems) 및 기타 작업의 격리 수준은 다음과 같
습니다.

직렬화
직렬화 격리 수준에서는 여러 동시 작업의 결과가 이전 작업이 완료된 때까지 다른 작업이 시작되지 않는 경
우와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 유형 간에는 직렬화 격리가 존재합니다.
• 트랜잭션 작업과 표준 쓰기 작업(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 사이
• 트랜잭션 작업과 표준 읽기 작업(GetItem) 사이
• TransactWriteItems 작업과 TransactGetItems 작업 사이
트랜잭션 작업과 BatchWriteItem 작업의 각 표준 쓰기 사이에는 직렬화 격리가 존재하지만, 트랜잭션과
단위 BatchWriteItem 작업 사이에는 직렬화 격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작업과 BatchGetItem 작업의 개별 GetItems사이의 격리 수준도 직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잭션과 하나의 유닛으로서 BatchGetItem 작업 사이의 격리 수준은 읽기 커밋됩니다.
단일 GetItem 요청은 TransactWriteItems 요청 이전이나 이후에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TransactWriteItems 요청을 기준으로 직렬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 TransactWriteItems 요청의 키에
대한 여러 GetItem 요청은 원하는 순서로 실행할 수 있으므로 결과는 읽기 커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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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항목 A와 항목 B에 대한 GetItem 요청이 항목 A와 항목 B를 모두 수정하는
TransactWriteItems 요청과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 네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두 GetItem 요청이 TransactWriteItems 요청 전에 실행됩니다.
• 두 GetItem 요청이 TransactWriteItems 요청 후에 실행됩니다.
• 항목 A에 대한 GetItem 요청이 TransactWriteItems 요청 전에 실행됩니다. 항목 B의 경우는
GetItem이 TransactWriteItems 후에 실행됩니다.
• 항목 B에 대한 GetItem 요청이 TransactWriteItems 요청 전에 실행됩니다. 항목 A의 경우는
GetItem이 TransactWriteItems 후에 실행됩니다.
여러 GetItem 요청에 직렬화 가능 격리 수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 TransactGetItems를 사용하세
요.

읽기 커밋됨
읽기 커밋됨 격리는 읽기 작업이 항상 항목에 대해 커밋된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읽기는 최종적으
로 성공하지 못한 트랜잭션 쓰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항목에 대한 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읽기 커밋됨 격
리는 읽기 작업 직후에 항목에 대한 수정을 막지 않습니다.
트랜잭션 작업과 여러 표준 읽기(BatchGetItem, Query 또는 Scan)를 포함하는 읽기 작업 사이에는 읽기
커밋됨 격리 수준이 있습니다. 트랜잭션 쓰기가BatchGetItem, Query, Scan 작업 중에 항목을 업데이트하
는 경우 읽기 작업의 후속 부분에서 새로 커밋된 값(ConsistentRead) 사용) 또는 이전 커밋된 값(최종 읽
기 일관성)을 반환합니다.

작업 요약
요약하면 다음 표는 트랜잭션 작업(TransactWriteItems 또는 TransactGetItems)과 다른 작업 사이의
격리 수준을 보여줍니다.
작업

격리 수준

DeleteItem

직렬화

PutItem

직렬화

UpdateItem

직렬화

GetItem

직렬화

BatchGetItem

읽기 커밋됨*

BatchWriteItem

직렬화 불가*

Query

읽기 커밋됨

Scan

읽기 커밋됨

기타 트랜잭션 작업

직렬화

별표(*) 표시된 수준은 작업에 하나의 단위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 내의 개별 작업에는 직렬화 격
리 수준이 있습니다.

DynamoDB의 트랜잭션 충돌 처리
트랜잭션 안의 항목에 대해 항목 수준에서 동시에 여러 요청이 있을 경우 트랜잭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트랜잭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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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항목에 대핸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 요청이 이 항목을 포함하는 진행 중인
TransactWriteItems 요청과 충돌합니다.
• TransactWriteItems 안의 한 항목이 진행 중인 다른 TransactWriteItems 요청에 속합니다.
• TransactGetItems 안의 한 항목이 진행 중인 TransactWriteItems, BatchWriteItem,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 요청에 속합니다.

Note
•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 요청이 거부되면
TransactionConflictException와 함께 해당 요청에 실패합니다.
• TransactWriteItems 또는 TransactGetItems 안의 항목 수준 요청이 하나라도 거부되면
TransactionCanceledException과 함께 해당 요청에 실패합니다. 해당 요청이 실패하면
AWS SDK는 요청을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AWS SDK for Java를 사용 중인 경우 CancellationReasons의 목록이 TransactItems 요청 파
라미터의 항목 목록에 따라 정렬되어 예외에 포함됩니다. 기타 언어는 목록의 문자열 표현이 예외
의 오류 메시지에 포함됩니다.
• 지속적 TransactWriteItems 또는 TransactGetItems 작업이 동시 GetItem 요청과 충돌
하는 경우에는 두 작업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각 항목 수준의 요청에 대해 TransactionConflict CloudWatch 지표가 증가합니다.

DynamoDB Accelerator(DAX)에서 트랜잭션 API 사용
DynamoDB와 격리 수준이 동일한 DynamoDB Accelerator(DAX)에서는 TransactWriteItems 및
TransactGetItems가 모두 지원됩니다.
TransactWriteItems는 DAX를 통해 씁니다. DAX는 TransactWriteItems 호출을 DynamoDB에 전달
하고 응답을 반환합니다. 쓰기 후 캐시를 채우기 위해 DAX는 TransactWriteItems 작업의 각 항목에 대
해 백그라운드에서 TransactGetItems를 호출하며, 이 작업은 추가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랜잭션 용량 관리 (p. 573)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단순하
게 유지할 수 있으며 트랜잭션 작업과 비트랜잭션 작업 모두에 대해 DA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ansactGetItems 호출은 항목을 로컬로 캐시하지 않고 DAX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는 DAX의 강력한 읽
기 일관성 API에서와 동일한 동작입니다.

트랜잭션 용량 관리
DynamoDB 테이블에 대해 트랜잭션을 활성화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에 포함되는 읽
기 또는 쓰기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DynamoDB는 트랜잭션의 모든 항목에 대해 두 개의 기본
읽기 또는 쓰기를 수행합니다. 하나는 트랜잭션을 준비하고, 하나는 트랜잭션을 커밋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본 읽기/쓰기 작업은 Amazon CloudWatch 지표로 표시됩니다.
테이블에 대한 용량을 프로비저닝할 때 트랜잭션 API에 필요한 추가 읽기 및 쓰기를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은 초당 1개의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각 트랜잭션은 테이블에서 500바이트 항목 3개를 쓴다고
가정합니다. 각 항목은 각각 트랜잭션 준비 및 커밋을 위한 2개의 쓰기 용량 단위(WCU)가 필요합니다. 따라
서 테이블에 대해 6 WCU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이전 예제에서 DynamoDB Accelerator(DAX)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TransactWriteItems 호출의 각 항목
에 대해 두 개의 읽기 용량 단위(RCU)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테이블에 대해 6 WCU를 추가로 프로비저
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이 초당 1개의 쓰기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각 트랜잭션이 테이블에서 500바이트 항
목 3개를 읽는 경우 테이블에 대해 6개의 읽기 용량 단위(RCU)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읽는 데
2 RCU(트랜잭션 준비 및 커밋)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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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 SDK 동작에서는 TransactionInProgressException 예외가 발생할 경우 트랜
잭션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러한 재시도에서 사용되는 추가 읽기 용량 단위(RCU)를 계획합니다.
ClientRequestToken을 사용하여 자체 코드에서 트랜잭션을 재시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잭션 모범 사례
DynamoDB 트랜잭션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권장 방법을 고려하세요.
• 테이블에서 Auto Scaling을 활성화하거나, 트랜잭션의 모든 항목에 대해 2회의 읽기 또는 쓰기 작업을 수
행하는 데 충분한 처리량을 프로비저닝했는지 확인합니다.
• AWS 제공 SDK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TransactWriteItems를 호출할 때 요청이 멱등성인지 확인하도
록 ClientRequestToken 속성을 포함합니다.
• 필요하지 않은 경우 트랜잭션에서 작업을 그룹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동시성을 훼손하
지 않으면서 10개 작업을 포함하는 단일 트랜잭션을 여러 트랜잭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트랜잭션을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잭션이 간단할수록 처리량이 향상되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 여러 트랜잭션에서 동일한 항목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경우 충돌이 발생하여 트랜잭션이 취소될 수 있습니
다.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려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DynamoDB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종종 속성 세트가 단일 트랜잭션의 일부로 여러 항목에 걸쳐 업데이트되는 경우 속성을 단일 항목으로 그
룹화하여 트랜잭션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 대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트랜잭션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대량 쓰기의 경우 BatchWriteItem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역 테이블에 트랜잭션 API 사용
트랜잭션 작업은 원래 쓰기 작업이 실행된 리전에서만 ACID(원자성, 일관성, 격리 및 내구성) 보장을 제공합
니다. 전역 테이블에서는 트랜잭션이 리전 간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오하이오) 및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에 복제본이 있는 전역 테이블에 대해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에서 TransactWriteItems
작업을 수행할 경우 변경 내용이 복제될 때 미국 서부(오레곤)에서 부분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소스 리전에서 커밋된 이후에만 다른 리전에 복제됩니다.

DynamoDB Transactions와 AWSLabs 트랜잭션 클라이언트 라이
브러리 비교
DynamoDB Transactions는 AWSLabs 트랜잭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보다 경제적이고 강력하고 성능이
우수한 대체 방법입니다. 기본 서버측 트랜잭션 API를 사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
니다.

DynamoDB Transactions에서 IAM 사용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서 트랜잭션 작업이 수행
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서 IAM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사용 (p. 1083) 단원을 참조하세요.
Put, Update, Delete 및 Get 작업에 대한 권한은 기본 PutItem, UpdateItem, DeleteItem 및
GetItem 작업에 사용되는 권한에 따라 규제됩니다. ConditionCheck 작업의 경우 IAM 정책에서
dynamodb:ConditionCheck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ynamoDB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AM 정책의 예입니다.

예 1: 트랜잭션 작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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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ConditionCheckItem",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table/table04"
]

예 2: 트랜잭션 작업만 허용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ConditionCheckItem",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table/table04"
],
"Condition": {
"ForAnyValue:StringEquals": {
"dynamodb:EnclosingOperation": [
"TransactWriteItems",
"TransactGetItems"
]
}
}
}
]

예 3: 비트랜잭션 읽기 및 쓰기 허용, 트랜잭션 읽기 및 쓰기 차단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Deny",
"Action": [
"dynamodb:ConditionCheckItem",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table/tabl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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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Condition": {
"ForAnyValue:StringEquals": {
"dynamodb:EnclosingOperation": [
"TransactWriteItems",
"TransactGetItems"
]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Put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Update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table/table04"
]

예 4: ConditionCheck 실패 시 정보 반환 방지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ConditionCheckItem",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
"Resource": "arn:aws:dynamodb:*:*:table/table01",
"Condition": {
"StringEqualsIfExists": {
"dynamodb:ReturnValues": "NONE"
}
}
}
]

DynamoDB Transactions 예
Amazon DynamoDB Transactions가 유용할 수 있는 상황의 예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용 이 샘플 Java 애플
리케이션을 고려하세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에는 다음 세 개의 DynamoDB 테이블이 있습니다.
• Customers - 이 테이블은 마켓플레이스 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저장합니다. 기본 키는 CustomerId
고유 식별자입니다.
• ProductCatalog - 이 테이블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할 제품에 대한 가격, 가용성 등의 세부 정보를
저장합니다. 기본 키는 ProductId 고유 식별자입니다.
• Orders - 이 테이블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수행된 주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저장합니다. 기본 키는
OrderId 고유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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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기
다음 코드 조각은 DynamoDB 트랜잭션을 사용하여 주문을 생성 및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단계를 조정하
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하나의 양자택일 방식 작업을 사용하면 트랜잭션의 일부라도 실패할 경우 트랜잭션
에서 아무 작업도 실행되지 않고 아무 내용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customerId이 09e8e9c8-ec48인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간단한 주문 처리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단일 트랜잭션으로 이를 실행합니다.
1. 고객 ID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2. 제품이 IN_STOCK 상태인지 확인하고 제품 상태를 SOLD로 업데이트합니다.
3. 주문이 아직 없는지 확인하고 주문을 생성합니다.

고객 검증
먼저 customerId가 09e8e9c8-ec48인 고객이 고객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final String CUSTOMER_TABLE_NAME = "Customers";
final String CUSTOMER_PARTITION_KEY = "CustomerId";
final String customerId = "09e8e9c8-ec48";
final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customerItemKey = new HashMap<>();
customerItemKey.put(CUSTOMER_PARTITION_KEY, new AttributeValue(customerId));
ConditionCheck checkCustomerValid = new ConditionCheck()
.withTableName(CUSTOMER_TABLE_NAME)
.withKey(customerItemKey)
.withConditionExpression("attribute_exists(" + CUSTOMER_PARTITION_KEY + ")");

제품 상태 업데이트
그런 다음 제품 상태가 현재 IN_STOCK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조건이 true인 경우 제품 상태를
SOLD로 업데이트하도록 하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파라미터
를 설정하면 항목의 제품 상태 속성이 IN_STOCK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을 반환합니다.
final String PRODUCT_TABLE_NAME = "ProductCatalog";
final String PRODUCT_PARTITION_KEY = "ProductId";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productItemKey = new HashMap<>();
productItemKey.put(PRODUCT_PARTITION_KEY, new AttributeValue(productKey));
Map<String, 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
expressionAttributeValues.put(":new_status", new AttributeValue("SOLD"));
expressionAttributeValues.put(":expected_status", new AttributeValue("IN_STOCK"));
Update markItemSold = new Update()
.withTableName(PRODUCT_TABLE_NAME)
.withKey(productItemKey)
.withUpdateExpression("SET ProductStatus = :new_status")
.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xpressionAttributeValues)
.withConditionExpression("ProductStatus = :expected_status")
.with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ALL_OLD);

주문 생성
마지막으로 OrderId를 가진 주문이 아직 없는 경우 주문을 생성합니다.
final String ORDER_PARTITION_KEY = "OrderId";
final String ORDER_TABLE_NAME = "Orders";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orderItem = new HashMap<>();

API 버전 2012-08-10
577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예제 코드
orderItem.put(ORDER_PARTITION_KEY, new AttributeValue(orderId));
orderItem.put(PRODUCT_PARTITION_KEY, new AttributeValue(productKey));
orderItem.put(CUSTOMER_PARTITION_KEY, new AttributeValue(customerId));
orderItem.put("OrderStatus", new AttributeValue("CONFIRMED"));
orderItem.put("OrderTotal", new AttributeValue("100"));
Put createOrder = new Put()
.withTableName(ORDER_TABLE_NAME)
.withItem(orderItem)
.with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ALL_OLD)
.withConditionExpression("attribute_not_exists(" + ORDER_PARTITION_KEY + ")");

트랜잭션 실행
다음 예제는 앞에서 정의한 작업을 하나의 양자택일 방식 작업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ollection<TransactWriteItem> actions = Arrays.asList(
new TransactWriteItem().withConditionCheck(checkCustomerValid),
new TransactWriteItem().withUpdate(markItemSold),
new TransactWriteItem().withPut(createOrder));
TransactWriteItemsRequest placeOrderTransaction = new TransactWriteItemsRequest()
.withTransactItems(actions)
.withReturnConsumedCapacity(ReturnConsumedCapacity.TOTAL);
// Run the transaction and process the result.
try {
client.transactWriteItems(placeOrderTransaction);
System.out.println("Transaction Successful");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rnf) {
System.err.println("One of the table involved in the transaction is not found" +
rnf.getMessage());
} catch (InternalServerErrorException ise) {
System.err.println("Internal Server Error" + ise.getMessage());
} catch (TransactionCanceledException tce) {
System.out.println("Transaction Canceled " + tce.getMessage());
}

주문 세부 정보 읽기
다음 예제는 Orders 및 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완료된 주문 트랜잭션을 읽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productItemKey = new HashMap<>();
productItemKey.put(PRODUCT_PARTITION_KEY, new AttributeValue(productKey));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orderKey = new HashMap<>();
orderKey.put(ORDER_PARTITION_KEY, new AttributeValue(orderId));
Get readProductSold = new Get()
.withTableName(PRODUCT_TABLE_NAME)
.withKey(productItemKey);
Get readCreatedOrder = new Get()
.withTableName(ORDER_TABLE_NAME)
.withKey(orderKey);
Collection<TransactGetItem> getActions = Arrays.asList(
new TransactGetItem().withGet(readProductSold),
new TransactGetItem().withGet(readCreatedOrder));
TransactGetItemsRequest readCompletedOrder = new TransactGetItemsRequest()
.withTransactItems(get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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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ReturnConsumedCapacity(ReturnConsumedCapacity.TOTAL);
// Run the transaction and process the result.
try {
TransactGetItemsResult result = client.transactGetItems(readCompletedOrder);
System.out.println(result.getResponses());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rnf) {
System.err.println("One of the table involved in the transaction is not found" +
rnf.getMessage());
} catch (InternalServerErrorException ise) {
System.err.println("Internal Server Error" + ise.getMessage());
} catch (TransactionCanceledException tce) {
System.err.println("Transaction Canceled" + tce.getMessage());
}

추가 예제
• DynamoDBMapper의 트랜잭션 사용

Amazon DynamoDB를 사용하여 변경 데이터 캡처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 저장된 항목의 변경 내용을 해당 변경이 발생하는 시점에 캡
처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예제입니다.
• 인기 있는 모바일 앱에서는 초당 수천 개 업데이트의 비율로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업데이트 사항을 캡처 후 저장하여 모바일 앱의 사용량을 거의 실시간으
로 측정합니다.
• 재무 애플리케이션은 DynamoDB 테이블에서 주식 시장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병렬로 실행되는 여러 애플
리케이션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최대손실금액을 계산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포트
폴리오를 자동으로 리밸런스합니다.
• 운송 차량 및 산업용 장비의 센서에서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로 전송합니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감지되면 메시징 경고를 보내고,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잠
재적 결함을 예측하고, 데이터를 압축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보관합니다.
• 그룹에 속한 어떤 친구가 사진을 새로 업로드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룹에 속한 모든 친구들에게 즉시 알
림을 전송합니다.
• 새로운 고객이 생기면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새 고객에게
환영 이메일을 발송하는 애플리케이션이 호출됩니다.
DynamoDB는 항목 수준 변경 데이터 캡처 레코드의 스트리밍을 거의 실시간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스트
림을 소비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변경 데이터 캡처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테이블 용량 모드
주제
• 변경 데이터 캡처의 스트리밍 옵션 (p. 579)
• Kinesis Data Streams를 사용하여 DynamoDB 변경 사항 캡처 (p. 580)
•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

변경 데이터 캡처의 스트리밍 옵션
DynamoDB는 변경 데이터 캡처를 위한 두 가지 스트리밍 모델인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와
DynamoDB Streams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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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솔루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 표에서는 각 스트리밍 모델의 기능을 요약합니
다.
속성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

DynamoDB Streams

데이터 보존

최대 1년

24시간

Kinesis Client Library(KCL) 지원

KCL 버전 1.X 및 2.X 지원

KCL 버전 1.X 지원

소비자 수

샤드당 최대 5명의 동시 소비자 또 샤드당 최대 2명의 동시 소비자
는 향상된 팬아웃을 사용하는 샤
드당 최대 20명의 동시 소비자

처리량 할당량

무제한.

DynamoDB 테이블 및 AWS 리전
의 처리량 할당량에 따라 다름

레코드 전송 모델

GetRecords를 사용하여 HTTP
를 통해 모델을 풀하고 향상
된 팬아웃을 사용하도록 설정
하고 Kinesis Data Streams는
SubscribeToShard를 사용하여
HTTP/2를 통해 레코드를 푸시합
니다.

GetRecords를 사용하여 HTTP를
통해 모델을 가져옵니다.

레코드 순서 지정

각 스트림 레코드의 타임스탬프
속성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
블에서 변경이 발생한 실제 순서
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에서 수정된 각
항목의 스트림 레코드는 항목의
실제 수정과 동일한 순서로 표시
됩니다.

중복 레코드

경우에 따라 중복 레코드가 스트
림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중복 레코드가 스트림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스트림 처리 옵션

AWS Lambda, Kinesis Data
Analytics, Kinesis data firehose
또는 AWS Glue 스트리밍 ETL를
사용하여 스트림 레코드를 처리합
니다.

AWS Lambda 또는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를 사용하
여 스트림 레코드를 처리합니다.

내구성 수준

중단 없이 자동 장애 조치를 제공
하는 가용 영역.

중단 없이 자동 장애 조치를 제공
하는 가용 영역.

동일한 DynamoDB 테이블에서 두 스트리밍 모델을 모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를 사용하여 DynamoDB 변경 사
항 캡처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변경 사항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는 모든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수준 수정 사항을 캡처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
림에 복제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스트림에 액세스하고 항목 수준 변경 사항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캡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긴 데이터 보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향상된 팬아웃(fan-out) 기능을 통해 2개 이상의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에 동시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점으로는 추가적인 감사 및 보안 투명성이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에 대한 액세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대시보드를 지원하고, 알림을 생성하고, 동적 요금 및 광고를 구현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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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정교한 데이터 분석 및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
니다.

Note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를 사용하면 데이터 스트림의 Kinesis Data Streams 요금과 소
스 테이블의 DynamoDB 요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Kinesis Data Streams가 DynamoDB에서 작동하는 방식
DynamoDB 테이블에 대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이 활성화되면 테이블은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에 대한 변
경 사항을 캡처하는 데이터 레코드를 전송합니다. 이 데이터 레코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항목이 최근에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된 특정 시간
• 해당 항목의 기본 키
• 수정 전 항목의 이미지
• 수정 후 항목의 이미지
이러한 데이터 레코드는 거의 실시간으로 캡처되고 게시됩니다. 데이터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기록되
면 다른 레코드와 마찬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Kinesi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AWS Lambda를 사용하
고 Kinesis Data Streams API 및 기타 연결된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Kinesis Data Streams에서 데이터 읽기를 참조하세요.
이러한 데이터 변경 사항도 비동기적으로 캡처됩니다. Kinesis는 데이터가 스트리밍되는 테이블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저장된 스트림 레코드는 유휴 시 암호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의 데이터 보호를 참조하세요.
Kinesis 데이터 스트림 레코드는 발생한 항목 변경 사항과 다른 순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 알
림이 스트림에 두 번 이상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ApproximateCreationDateTime 속성을 확인하여 항목
수정이 발생한 실제 주문을 식별하고 중복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ApproximateCreationDateTime은 수정 시간(밀리초 단위)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밀리초
내에 동일한 항목에 대해 2건 이상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유용한 발생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ApproximateCreationDateTime이 1밀리초씩 증가합니다.
DynamoDB에서는 Kinesis Data Streams 사용에 대해 변경 데이터 캡처 단위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단일 항
목당 변경 1KB가 변경 데이터 캡처 단위 하나로 계산됩니다. 각 항목의 변경 KB는 쓰기 작업에 대한 용량 단
위 소비와 동일한 로직을 사용하여 스트림에 기록된 항목의 '이전' 및 '이후' 이미지 중 더 큰 이미지를 기준으
로 계산됩니다. DynamoDB 온디맨드 모드의 작동 방식과 유사하게 변경 데이터 캡처 단위의 용량 처리량을
프로비저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제
•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켜기 (p. 581)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켜기
AWS Management Console, AWS SDK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기존
DynamoDB 테이블에서 Kinesis로의 스트리밍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과 동일한 AWS 계정 및 AWS 리전에서만 Amazon DynamoDB에서 Kinesis Data Streams으로 데
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 DynamoDB 테이블에서 하나의 Kinesis 데이터 스트림으로만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Amazon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 시작하기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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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Amazon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 테이블을 Amazon DynamoDB 콘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및 API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음의 모든 예에서는 DynamoDB 시작하기 자습서의 일부로 생성된 Music DynamoDB 테이블을 사용합니
다.
소비자를 빌드하고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다른 AWS 서비스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Kinesis Data Streams에서 데이터 읽기를 참조하
세요.
Console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kinesis에서 Kinesis 콘
솔을 엽니다.

2.

Create data stream(데이터 스트림 생성)을 선택하고 지침에 따라 samplestream이라는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3.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4.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5.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6.

내보내기 및 스트림(Exports and streams) 탭을 선택합니다.

7.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세부 정보(Kinesis data stream details)에서 활성화(Enable) 버튼을 선택합니
다.

8.

드롭다운 목록에서 samplestream을 선택합니다.

9.

스트림 활성화(Enable stream)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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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
1.

create-stream command를 사용하여 samplestream이라는 Kinesis Data Streams를 생성합니다.
aws kinesis create-stream --stream-name samplestream --shard-count 3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샤드 수를 설정하기 전에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샤드 관리 고려 사
항 (p. 585) 단원을 참조하세요.
2.

describe-stream command를 사용하여 Kinesis 스트림이 활성 상태이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ws kinesis describe-stream --stream-name samplestream

3.

DynamoDB 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명령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에서 Kinesis 스트리밍을 활성화합니다. stream-arn 값은 이전 단계에 describe-stream에서
반환한 값으로 바꿉니다.
aws dynamodb 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table-name Music \
--stream-arn arn:aws:kinesis:us-west-2:123456789012:stream/samplestream

4.

DynamoDB describe-kinesis-streaming-destination 명령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Kinesis 스트리밍이 활성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kinesis-streaming-destination --table-name Music

5.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에 설명된 대로 put-item 명령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데이
터를 씁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item \
'{"Artist": {"S": "No One You Know"}, "SongTitle": {"S": "Call Me Today"},
"AlbumTitle": {"S": "Somewhat Famous"}, "Awards": {"N": "1"}}'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Music \
--item \
'{"Artist": {"S": "Acme Band"}, "SongTitle": {"S": "Happy Day"},
"AlbumTitle": {"S": "Songs About Life"}, "Awards": {"N": "10"} }'

6.

Kinesis get-records CLI 명령을 사용하여 Kinesis 스트림 콘텐츠를 검색합니다. 그 후 다음 코드 조
각을 사용하여 스트림 콘텐츠를 역직렬화합니다.
/**
* Takes as input a Record fetched from Kinesis and does arbitrary processing as an
example.
*/
public void processRecord(Record kinesisRecord) throws IOException {
ByteBuffer kdsRecordByteBuffer = kinesisRecord.getData();
JsonNode rootNode = OBJECT_MAPPER.readTree(kdsRecordByteBuffer.array());
JsonNode dynamoDBRecord = rootNode.get("dynamodb");
JsonNode oldItemImage = dynamoDBRecord.get("OldImage");
JsonNode newItemImage = dynamoDBRecord.get("NewImage");
Instant recordTimestamp = fetchTimestamp(dynamoDBRecord);
/**
* Say for example our record contains a String attribute named "stringName"
and we want to fetch th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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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is attribute from the new item image. The following code fetches this
value.
*/
JsonNode attributeNode = newItemImage.get("stringName");
JsonNode attributeValueNode = attributeNode.get("S"); // Using DynamoDB "S"
type attribute
String attributeValue = attributeValueNode.textValue();
System.out.println(attributeValue);

}

private Instant fetchTimestamp(JsonNode dynamoDBRecord) {
JsonNode timestampJson = dynamoDBRecord.get("ApproximateCreationDateTime");
return Instant.ofEpochMilli(timestampJson.longValue());
}

Java
1.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Java를 사용하여 samplestream이라는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샤드 수를 설정하기 전에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샤드 관리 고려 사
항 (p. 585) 단원을 참조하세요.

2.

다음 코드 조각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Kinesis 스트리밍을 활성화합니다.
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Request enableKdsRequest =
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streamArn(kdsArn)
.build();
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Response enableKdsResponse =
ddbClient.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enableKdsRequest);

3.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생성한 데이터 스트림에서 읽어옵니다.

4.

다음 코드 조각을 사용하여 스트림 콘텐츠를 역직렬화합니다.
/**
* Takes as input a Record fetched from Kinesis and does arbitrary processing as an
example.
*/
public void processRecord(Record kinesisRecord) throws IOException {
ByteBuffer kdsRecordByteBuffer = kinesisRecord.getData();
JsonNode rootNode = OBJECT_MAPPER.readTree(kdsRecordByteBuffer.array());
JsonNode dynamoDBRecord = rootNode.get("dynamodb");
JsonNode oldItemImage = dynamoDBRecord.get("OldImage");
JsonNode newItemImage = dynamoDBRecord.get("NewImage");
Instant recordTimestamp = fetchTimestamp(dynamoDBRecord);
/**
* Say for example our record contains a String attribute named "stringName"
and we wanted to fetch the value
* of this attribute from the new item image, the below code would fetch this.
*/
JsonNode attributeNode = newItemImage.get("stringName");
JsonNode attributeValueNode = attributeNode.get("S"); // Using DynamoDB "S"
type attribute
String attributeValue = attributeValueNode.textValue();
System.out.println(attributeValue);

}

private Instant fetchTimestamp(JsonNode dynamoDBRec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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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onNode timestampJson = dynamoDBRecord.get("ApproximateCreationDateTime");
return Instant.ofEpochMilli(timestampJson.longValue());

DynamoDB에서 Kinesis Data Streams를 사용하여 샤드 구성 및
변경 데이터 캡처 모니터링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샤드 관리 고려 사항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은 샤드로 처리량을 계산합니다. DynamoDB에서 변경 데이터 캡처 레코드를 수용하
기 위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서 적절한 수의 샤드를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이
DynamoDB 테이블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샤드 수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고려하세요.
• DynamoDB 테이블 레코드의 평균 크기(바이트)(average_record_size_in_bytes)
• 초당 DynamoDB 테이블에서 수행하는 쓰기 작업의 최대 수.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생성, 삭제 및 업데이트 작업뿐만 아니라 유지 시간(TTL)으로 생성된 삭제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된 작업도
포함됩니다(write_throughput).
• 생성 또는 삭제 작업 대비 테이블에서 수행하는 업데이트 및 덮어쓰기 작업의 백분율
(percentage_of_updates). 업데이트 및 덮어쓰기 작업은 수정된 항목의 이전 이미지와 새 이미지를 모
두 스트림에 복제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DynamoDB 항목의 2배 크기 레코드가 생성됩니다.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처리량에 필요한 샤드(number_of_shards) 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number_of_shards = ceiling( ((write_throughput * (1+percentage_of_updates) *
average_record_size_in_bytes) /1024 /1024), 1)

예를 들어 평균 레코드 크기가 1285바이트(average_record_size_in_bytes)일 때 최대 처리량
이 초당 40회 쓰기 작업(write_throughput)일 수 있습니다. 해당 쓰기 작업의 25%가 업데이트 작업
(percentage_of_updates)인 경우 DynamoDB 스트리밍 처리량(throughput)을 수용하기 위해 2개의 샤드
(number_of_shards)가 필요합니다(ceiling( ((40 * (1+25/100) * 1285 )/ 1024 / 1024), 1 )).
참고로, 이 수식은 DynamoDB 스트리밍 처리량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샤드만 반영합니다. Kinesis 데이터 스
트림 소비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샤드와 같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필요한 샤드의 전체 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크기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초기 크기 결정을 참조하
세요.

Kinesis Data Streams를 사용하여 변경 데이터 캡처 모니터링
DynamoDB는 Kinesis로 변경 데이터 캡처 복제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Amazon
CloudWatch 지표를 제공합니다. 전체 CloudWatch 지표 목록은 DynamoDB 지표 및 차원 (p. 1122) 단원을
참조하세요.
스트림의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스트림을 활성화하는 중과 프로덕션 단계 모두에 다음 항목을 모니터
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 ThrottledPutRecordCount: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용량이 부족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의
해 제한된 레코드 수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할 때 약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지만,
ThrottledPutRecordCount는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DynamoDB에서 제한된 레코드를
Kinesis 데이터 스트림으로 보내려고 다시 시도하지만, 이로 인해 복제 대기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지나치게 많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 관찰된 테이블의 쓰기 처리량에 비례하여 Kinesis 스트림 샤드
수를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크기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nesis 데이터 스
트림의 초기 크기 결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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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OfOldestUnreplicatedRecord: 지금까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복제할 항목 수
준 변경 중 가장 오래된 내용이 DynamoDB 테이블에 표시된 이후 경과된 시간. 정상 작동 시
AgeOfOldestUnreplicatedRecord는 밀리초 단위여야 합니다. 이 수는 실패한 복제 시도가 고객이 제
어하는 구성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시도 횟수를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복제 시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고객이 제어하는 구성의 예로는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용량이 과소 프로
비저닝되어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액세스 정책을 수동으로 업데이트
하여 DynamoDB가 데이터 스트림에 데이터를 추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가능한 한 낮
게 유지하려면 적절한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용량을 프로비저닝하고 DynamoDB의 권한이 변경되지 않도
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FailedToReplicateRecordCount: DynamoDB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으로 복제하지 못한 레코드
수입니다. 34KB보다 큰 특정 항목은 Kinesis Data Streams의 1MB 항목 크기 제한보다 큰 데이터 레코드
를 변경하기 위해 크기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크기 확장은 34KB보다 큰 이러한 항목에 많은 수의 부
울 또는 빈 속성 값을 포함할 때 발생합니다. 부울 및 빈 속성 값은 DynamoDB에 1바이트로 저장되지만,
Kinesis Data Streams 복제를 위한 표준 JSON을 사용하여 직렬화되면 최대 5바이트까지 확장합니다.
DynamoDB는 이러한 변경 레코드를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DynamoDB는 이러한
변경 데이터 레코드를 건너뛰고 자동으로 후속 레코드의 복제를 계속합니다.

앞의 지표 중 하나가 특정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알리기 위해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메시지를 보내는 Amazon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모니터
링을 위한 CloudWatch 경보 생성 (p. 1138)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Kinesis Data Streams 및 Amazon DynamoDB에 대한
IAM 정책 사용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처음 활성화하면, DynamoDB는 사용자를
위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역할
AWSServiceRoleForDynamoDBKinesisDataStreamsReplication을 사용하면 DynamoDB가 사용자
대신 Kinesis Data Streams으로의 항목 수준 변경 사항 복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하지 마세요.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활성화하려면 테이블에 대한 다음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kinesis:ListStreams
• kinesis:PutRecords
지정된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설명하려면 테
이블에 대한 다음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Describ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kinesis:DescribeStreamSummary
• kinesis:DescribeStream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비활성화하려면 테이블에 대한 다음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dynamodb:Dis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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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는 IAM 정책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예제: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 활성화
다음 IAM 정책은 Music 테이블에 대해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활성화할
권한은 부여하고 Music 테이블에 대해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를 비활성화거나 설명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
kinesisreplication.dynamodb.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DynamoDBKinesisDataStreamsReplication",
"Condition": {"StringLike": {"iam:AWSServiceName":
"kinesisreplication.dynamodb.amazonaws.com"}}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

}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예제: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 비활성화
다음 IAM 정책은 Music 테이블에 대해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비활성화할
권한은 부여하고 Music 테이블에 대해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활성화거나
설명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is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예: 리소스를 기반으로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에 대
한 권한을 선택적으로 적용
다음 IAM 정책은 Music 테이블에 대해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활성화할
권한을 부여하고 Orders 테이블에 대해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비활성할
권한을 거부합니다.
{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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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En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dynamodb:Describ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Effect": "Deny",
"Action": [
"dynamodb:DisableKinesisStreamingDestination"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Orders"
}
}

]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
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에 직접 연결된 고유한
유형의 IAM 역할입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에서 사전 정의하며 서비스
에서 다른 AWS 서비스를 자동으로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권한을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비스 연결 역할은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를
더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정의하며 달
리 정의하지 않는 한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만 해당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정의된 권한에는
신뢰 정책과 권한 정책이 포함되며, 이 권한 정책은 다른 IAM 엔터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
고 Service-Linked Role(서비스 연결 역할) 열에 Yes(예)가 있는 서비스를 찾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
스 연결 역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Yes) 링크를 선택합니다.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는 AWSServiceRoleForDynamoDBKinesisDataStreamsReplication라
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Amazon DynamoDB가 사용자 대신 Kinesis Data
Streams으로의 항목 수준 변경 사항 복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WSServiceRoleForDynamoDBKinesisDataStreamsReplic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은 역할을 수임
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를 신뢰합니다.
• kinesisreplication.dynamodb.amazonaws.com
역할 권한 정책은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가 지정된 리소스에서 다음 작업을 완료하도록 허용합
니다.
• 작업: Kinesis stream에 대한 Put records and describe
IAM 엔터티(사용자, 그룹, 역할 등)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작성하고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서비스 연결 역할은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AWSAPI
에서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를 활성화하면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는 사용자를 위
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588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Streams 작업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한 다음 다시 생성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역할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를 활성화하면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다시 생성합니다.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에서는
AWSServiceRoleForDynamoDBKinesisDataStreamsReplic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편집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한 후에는 다양한 개체가 역할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이
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AM을 사용하여 역할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
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을 참조하세요.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또한 IAM 콘솔,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하여 서비스 연결 역할을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리소스를 먼저 정리해야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Note
리소스를 삭제하려 할 때 DynamoDB용 Kinesis Data Streams 서비스가 역할을 사용 중이면 삭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몇 분 기다렸다가 작업을 다시 시도하세요.
IAM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IAM 콘솔,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하여
AWSServiceRoleForDynamoDBKinesisDataStreamsReplic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를 참조하세요.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DynamoDB Streams는 DynamoDB 테이블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항목 수준 수정을 캡처하고 이 정보를 최대
24시간 동안 로그에 저장합니다. 로그와 데이터 항목은 변경 전후 거의 실시간으로 나타나므로 애플리케이
션에서 이러한 로그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유휴 시 암호화는 DynamoDB Streams의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
호화 (p. 1070)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스트림은 DynamoDB 테이블 항목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정렬된 정보 흐름입니다. 테이블에서 스
트림을 활성화하면 DynamoDB가 테이블 데이터 항목의 모든 수정에 대한 정보를 캡처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테이블 항목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때마다 DynamoDB Streams는 수정된 항목의
기본 키 속성을 사용하여 스트림 레코드를 작성합니다. 스트림 레코드에는 DynamoDB 테이블의 단일 항목
에 대한 데이터 수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항목의 "이전" 및 "이후" 이미지 등과 같이 스트림 레
코드에서 추가 정보를 캡처하도록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Streams는 다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각 스트림 기록은 스트림에서 한 번만 나타납니다.
• DynamoDB 테이블에서 수정된 각 항목의 스트림 레코드는 항목의 실제 수정과 동일한 순서로 표시됩니
다.
DynamoDB Streams는 거의 실시간으로 스트림 레코드를 작성하므로 이러한 스트림을 소비하고 내용을 바
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주제
• DynamoDB Streams에 대한 엔드포인트 (p. 590)
• 스트림 활성화 (p.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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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 판독 및 처리 (p. 591)
• DynamoDB Streams 및 유지 시간(TTL) (p. 593)
•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를 사용하여 스트림 레코드 처리 (p. 596)
• DynamoDB Streams 하위 수준 API: Java 예시 (p. 608)
• DynamoDB Streams 및 AWS Lambda 트리거 (p. 612)

DynamoDB Streams에 대한 엔드포인트
AWS에서는 DynamoDB 및 DynamoDB Streams의 엔드포인트가 별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인덱
스를 사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DynamoDB Streams 레코
드를 읽고 처리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리전의 DynamoDB Streams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해야 합니
다.
DynamoDB Streams 엔드포인트의 이름은 streams.dynamodb.<region>.amazonaws.com 형식
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ynamodb.us-west-2.amazonaws.com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액세스하는 경우 streams.dynamodb.us-west-2.amazonaws.com 엔드포인트를 사용하
여 DynamoDB Streams에 액세스합니다.

Note
DynamoDB 및 DynamoDB Streams 리전 및 엔드포인트의 전체 목록은 AWS 일반 참조의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AWS SDK는 DynamoDB와 DynamoDB Streams의 클라이언트를 따로 제공합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리
케이션은 DynamoDB 엔드포인트, DynamoDB Streams 엔드포인트 또는 두 엔드포인트에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두 엔드포인트에 모두 연결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이 2개 클라이언트(DynamoDB용 클라이언트
하나와 DynamoDB Streams용 클라이언트 하나)를 인스턴스화해야 합니다.

스트림 활성화
AWS CLI 또는 AWS SDK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에서 스트림을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기존 테이블에서도 스트림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으며, 스트림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DynamoDB Streams는 비동기식으로 작동하므로 스트림을 활성화하더라도 테이블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ynamoDB Streams를 관리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DynamoDB 콘솔 대시보드에서 Tables(테이블)를 선택하고 기존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내보내기 및 스트림(Exports and streams) 탭의 DynamoDB 스트림 세부 정보(DynamoDB stream
details) 섹션에서 활성화(Enable)를 선택합니다.

4.

DynamoDB 스트림 활성화(Enable DynamoDB stream) 창에서 테이블의 데이터가 수정될 때마다 스트
림에 기록할 정보를 선택합니다.
• 키 속성만(Key attributes only) - 수정된 항목의 키 속성만을 표시합니다.
• 새로운 이미지 - 항목의 수정 후 전체 모습을 보여 줍니다.
• 이전 이미지 - 항목의 수정 전 전체 모습을 보여 줍니다.
• 새 이미지와 이전 이미지 - 항목의 새 이미지와 이전 이미지를 모두 보여 줍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스트림 활성화(Enable stream)를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기존 스트림을 비활성화하려면 DynamoDB 스트림 세부 정보(DynamoDB stream details) 아
래의 비활성화(Disabl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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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reateTable 또는 UpdateTable API 작업을 사용하여 스트림을 활성화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
다. StreamSpecification 파라미터는 스트림 구성 방식을 결정합니다.
• StreamEnabled - 테이블에서 스트림을 활성화(true)할지 비활성화(false)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StreamViewType - 테이블의 데이터가 수정될 때마다 스트림에 쓸 정보를 지정합니다.
• KEYS_ONLY - 수정된 항목의 키 속성만 표시합니다.
• NEW_IMAGE - 항목의 수정 후 전체 모습을 보여 줍니다.
• OLD_IMAGE - 항목의 수정 전 전체 모습을 보여 줍니다.
• NEW_AND_OLD_IMAGES - 항목의 새 이미지와 이전 이미지를 모두 보여 줍니다.
언제든지 스트림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트림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서 스
트림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ResourceInUseException이 수신됩니다. 스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테이블
에서 스트림을 비활성화하려고 하면 ValidationException가 수신됩니다.
StreamEnabled를 true로 설정하면 DynamoDB가 배정된 스트림 서술자를 사용하여 새 스트림을 생성합
니다. 테이블에서 스트림을 비활성화한 후 다시 활성화하면 다른 스트림 서술자를 갖는 새 스트림이 생성됩
니다.
모든 스트림은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통해 고유 식별됩니다. 아래에는 이름이 TestTable인
DynamoDB 테이블에 위치한 스트림의 ARN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arn:aws:dynamodb:us-west-2:111122223333:table/TestTable/stream/2015-05-11T21:21:33.291

테이블의 가장 최근 스트림 서술자를 확인하려면 DynamoDB DescribeTable 요청을 실행한 뒤 응답에서
LatestStreamArn 요소를 찾습니다.

Note
스트림을 설정한 후에는 StreamViewType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스트림을 설정한 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현재 스트림을 비활성화하고 새 스트림을 생성해야 합니다.

스트림 판독 및 처리
스트림을 판독하고 처리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 Streams 엔드포인트에 연결되어 API 요청을 실
행해야 합니다.
스트림은 스트림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스트림 레코드는 스트림이 속한 DynamoDB 테이블에서의
단일 데이터 수정을 나타냅니다. 각 스트림 레코드에는 레코드가 스트림에 게시되는 순서를 반영하는 시퀀스
번호가 할당됩니다.
스트림 기록은 그룹 또는 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샤드는 다중 스트림 레코드 저장소 역할을 하며 이러
한 기록 액세스 및 반복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샤드 내 스트림 레코드는 24시간 후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샤드는 한시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었다가 삭제됩니다. 또한 모든 샤드는 여러 개의 새로운
샤드로 분할될 수 있으며 이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위 샤드가 하위 하드를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상위 테이블에서 쓰기 활동이 매우 활발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샤드로부
터 동시에 레코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샤드가 분할될 수 있습니다.
스트림을 비활성화하면 열려 있는 샤드가 모두 닫힙니다. 스트림의 데이터는 24시간 동안 읽기 가능한 상태
로 유지됩니다.
샤드에는 계보(상위 및 하위)가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상위 샤드를 하위 샤드보다 먼저 처리해야 합
니다. 그래야 스트림 레코드도 올바른 순서로 처리됩니다.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올바른 순서로 샤드와 스트림 레코드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새로운 또는 만료된 샤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분할된 샤드를 처리합니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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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은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를 사용하여 스트림 레코드 처리 (p. 596) 단원을 참조하세
요.)
스트림, 스트림 샤드 및 샤드에 포함된 스트림 기록 간 관계가 다음 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Note
항목 안의 어떠한 데이터도 변경하지 않는 PutItem 또는 UpdateItem 작업을 수행하면
DynamoDB Streams는 해당 작업에 대하여 스트림 레코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스트림에 액세스하여 그 안에 포함된 스트림 기록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세스하고자 하는 스트림의 고유 ARN을 선택합니다.
• 처리하고자 하는 스트림 레코드가 포함된 샤드를 스트림에서 선택합니다.
• 샤드에 액세스한 뒤 원하는 스트림 레코드를 조회합니다.

Note
최대 2개의 프로세스까지 동일한 스트림 샤드에서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샤드당 읽기 프로세스
가 2개를 초과하면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Streams API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제공합니다.
• ListStreams - 현재 계정 및 엔드포인트에 대한 스트림 서술자 목록을 반환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특정
테이블 이름에 대하여 스트림 서술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escribeStream - 해당 스트림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출력된 정보에는 스트림에 연계된 샤드
의 목록과 샤드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GetShardIterator - 샤드 내 위치를 설명하는 샤드 반복자를 반환합니다. 반복자가 스트림의 가장 오래
된 지점, 최신 지점 및 특정 지점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GetRecords - 지정된 샤드 내에서 스트림 레코드를 반환합니다. GetShardIterator 요청으로부터 반
환된 샤드 반복자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청 및 응답 예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API 작업에 대한 전체 설명은 Amazon DynamoDB Streams API 참
조를 참조하세요.

DynamoDB Streams에 대한 데이터 보존 제한
DynamoDB Streams의 모든 데이터는 24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특정 테이블에 대한 지난 24시간 동안의 활
동을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이 지난 데이터는 언제든 트리밍(제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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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서 스트림을 비활성화해도 스트림에 포함된 데이터는 24시간 동안 읽기 가능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시긴 이후 데이터는 만료되며 스트림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기존 스트림을 수동으로 삭제하기 위
한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보유 제한이 만료(24시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모든 스트림 레코드가 삭제됩
니다.

DynamoDB Streams 및 유지 시간(TTL)
테이블에서 Amazon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하고 만료된 항목의 스트림 레코드를 처리하여 유지 시
간 (p. 375)(TTL)에 의해 삭제된 항목을 백업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 레코드에는 사용자 ID 필드 Records[<index>].userIdentit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료 후 유지 시간(TTL) 프로세스에 의해 삭제된 항목에는 다음 필드가 있습니다.
• Records[<index>].userIdentity.type
"Service"
• Records[<index>].userIdentity.principalId
"dynamodb.amazonaws.com"
다음 JSON은 단일 스트림 레코드의 해당 부분을 보여 줍니다.
"Records": [
{
...
"userIdentity": {
"type": "Service",
"principalId": "dynamodb.amazonaws.com"
}
...
]

}

DynamoDB Streams 및 Lambda를 사용하여 TTL 삭제 항목 보관
DynamoDB 유지 시간(TTL), DynamoDB Streams 및 AWS Lambda를 결합하면 데이터 보관을 간소화하고
DynamoDB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며 코드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Lambda를 스트림 소비자로 사용할
경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Kinesis Client Library(KCL)와 같은 여타 소비자에 비해 비용이 절감됩니다.
Lambda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소비할 때 DynamoDB 스트림에서 GetRecords API 호출에 대한 요금이 부
과되지 않으며, Lambda는 스트림 이벤트에서 JSON 패턴을 식별하여 이벤트 필터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패턴 콘텐츠 필터링을 통해 최대 5가지 필터를 정의하여 처리를 위해 Lambda로 전송되는 이벤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Lambda 함수의 호출 수가 감소하고 코드가 간소화되며 전체 비용이
절감됩니다.
DynamoDB Streams에는 Create, Modify 및 Remove 작업과 같은 모든 데이터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만 이로 인해 아카이브 Lambda 함수가 원치 않게 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200만 개의 데이터
수정 사항이 스트림으로 유입되는 테이블이 있는데 이 중 5% 미만이 TTL 프로세스를 통해 만료되고 보관해
야 하는 항목 삭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ambda 이벤트 소스 필터를 사용하면 Lambda 함수가 시간당 10
만 회만 호출합니다. 이벤트 필터링의 결과로, 이벤트 필터링 없이 수행될 200만 회의 호출 대신 필요한 호출
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벤트 필터링은 선택한 이벤트(DynamoDB 스트림)에서 읽기를 수행하고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리소
스인 Lambda 이벤트 소스 매핑에 적용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스트림 및 이벤트 필터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에 의해 유지 시간(TTL) 삭제 항목이 소비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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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유지 시간(TTL) 이벤트 필터 패턴
이벤트 소스 매핑 필터 기준에 다음 JSON을 추가하면 TTL 삭제 항목에 대해서만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

"Filters": [
{
"Pattern": { "userIdentity": { "type": ["Service"], "principalId":
["dynamodb.amazonaws.com"] } }
}
]

}

AWS Lambda 이벤트 소스 매핑 생성
다음 코드 조각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DynamoDB 스트림에 연결할 수 있는 필터링된 이벤트 소스 매핑을 생
성합니다. 각 코드 블록에는 이벤트 필터 패턴이 포함됩니다.
AWS CLI
aws lambda create-event-source-mapping \
--event-source-arn 'arn:aws:dynamodb:eu-west-1:012345678910:table/test/
stream/2021-12-10T00:00:00.000' \
--batch-size 10 \
--enabled \
--function-name test_func \
--starting-position LATEST \
--filter-criteria '{"Filters": [{"Pattern": "{\"userIdentity\":{\"type\":[\"Service\"],
\"principalId\":[\"dynamodb.amazonaws.com\"]}}"}]}'

Java
LambdaClient client = LambdaClient.builder()
.region(Region.EU_WEST_1)
.build();
Filter userIdentity = Filter.builder()
.pattern("{\"userIdentity\":{\"type\":[\"Service\"],\"principalId\":
[\"dynamodb.amazonaws.com\"]}}")
.build();
FilterCriteria filterCriteria = FilterCriteria.builder()
.filters(userIdentity)
.build();
CreateEventSourceMappingRequest mappingRequest =
CreateEventSourceMappingRequest.builder()
.eventSourceArn("arn:aws:dynamodb:eu-west-1:012345678910:table/test/
stream/2021-12-10T00:00:00.000")
.batchSize(10)
.enabled(Boolean.TRUE)
.functionName("test_func")
.startingPosition("LATEST")
.filterCriteria(filter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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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try{

CreateEventSourceMappingResponse eventSourceMappingResponse =
client.createEventSourceMapping(mappingRequest);
System.out.println("The mapping ARN is
"+eventSourceMappingResponse.eventSourceArn());

}catch (ServiceException e){
System.out.println(e.getMessage());
}

Node
const client = new LambdaClient({ region: "eu-west-1" });
const input = {
EventSourceArn: "arn:aws:dynamodb:eu-west-1:012345678910:table/test/
stream/2021-12-10T00:00:00.000",
BatchSize: 10,
Enabled: true,
FunctionName: "test_func",
StartingPosition: "LATEST",
FilterCriteria: { "Filters": [{ "Pattern": "{\"userIdentity\":{\"type\":[\"Service
\"],\"principalId\":[\"dynamodb.amazonaws.com\"]}}" }] }
}
const command = new CreateEventSourceMappingCommand(input);
try {
const results = await client.send(command);
console.log(resul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Python
session = boto3.session.Session(region_name = 'eu-west-1')
client = session.client('lambda')
try:

response = client.create_event_source_mapping(
EventSourceArn='arn:aws:dynamodb:eu-west-1:012345678910:table/test/
stream/2021-12-10T00:00:00.000',
BatchSize=10,
Enabled=True,
FunctionName='test_func',
StartingPosition='LATEST',
FilterCriteria={
'Filters': [
{
'Pattern': "{\"userIdentity\":{\"type\":[\"Service\"],\"principalId
\":[\"dynamodb.amazonaws.com\"]}}"
},
]
}
)
print(response)
except Exception as e:
pr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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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

}

"userIdentity": {
"type": ["Service"],
"principalId": ["dynamodb.amazonaws.com"]
}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를 사용하여 스트림 레코드 처
리
Amazon Kinesis 어댑터 사용은 Amazon DynamoDB의 스트림을 소비할 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DynamoDB Streams API는 대규모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인 Kinesis Data
Streams의 API와 유사합니다. 두 서비스 모두 데이터 스트림이 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샤드란 스
트림 레코드의 컨테이너입니다. 두 서비스의 API에는 ListStreams, DescribeStream, GetShards
및 GetShardIterator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DynamoDB Streams 작업은 Kinesis Data
Streams의 해당 작업과 유사하지만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Kinesis Client Library(KCL)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Streams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KCL
은 하위 수준의 Kinesis Data Streams API에 유용한 추상화를 제공하여 코딩을 단순화합니다. KC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Kinesis Client Library를 사용하여 소비자 개
발을 참조하세요.
DynamoDB Streams 사용자는 KCL에 있는 디자인 패턴을 활용하여 DynamoDB Streams 샤드와 스트림 레
코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Kinesis 어댑
터는 DynamoDB Streams의 레코드를 사용 및 처리하는 데 KCL을 사용할 수 있도록 Kinesis Data Streams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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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DynamoDB Streams 엔드포인트로 원활하게 전달
되는 API 호출을 통해 KCL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면 KCL을 호출하여 작업자를 인스턴스화합니다. 작업자에게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해야 하는 구성 정보에는 스트림 서술자와 AWS 자격 증명, 제공하는 레코드
프로세서 클래스의 이름 등이 있습니다. 레코드 프로세서에서 코드를 실행하면 작업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
니다.
• 스트림에 연결합니다.
• 스트림 내 샤드를 열거합니다.
• 샤드 연결을 다른 작업자(있는 경우)와 조정합니다.
• 관리하는 모든 샤드의 레코드 프로세서를 인스턴스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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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림에서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
•
•
•

해당하는 레코드 프로세서로 레코드를 푸시합니다.
처리된 레코드에 대해 체크포인트를 수행합니다.
작업자 인스턴스 수가 변경되면 샤드-작업자 연결을 조정합니다.
샤드가 분할되면 샤드-작업자 연결을 조정합니다.

Note
여기에 나온 KCL 개념에 대한 설명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Kinesis
Client Library를 사용하여 소비자 개발을 참조하세요.
AWS Lambda에 스트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Streams 및 AWS
Lambda 트리거 (p. 612) 단원을 참조하세요.

연습: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
이번 단원에서는 Amazon Kinesis Client Library와 Amazon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를 사용하는
Java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한 테이블의 쓰기 작업이 두 번째 테이블에
도 적용되면서 두 테이블의 내용이 동기화를 유지하는 데이터 복제의 예로 설명됩니다. 소스 코드는 전체 프
로그램: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 (p. 60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KCL-Demo-src와 KCL-Demo-dst라는 이름의 DynamoDB 테이블 2개를 생성합니다. 두 테이블 모두 스
트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 항목을 추가, 업데이트 및 삭제하여 원본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테이블의 스트
림으로 기록됩니다.
3. 스트림에서 레코드를 읽고 DynamoDB 요청으로 재작성한 다음 대상 테이블에 요청을 적용합니다.
4. 원본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을 스캔하여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5. 두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다음 단원에서 설명하며, 전체 애플리케이션은 연습 끝에 나와 있습니다.
주제
• 1단계: DynamoDB 테이블 생성 (p. 598)
• 2단계: 소스 테이블의 업데이트 활동 생성 (p. 599)
• 3단계: 스트림 처리 (p. 599)
• 4단계: 양 테이블에 동일한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 (p. 600)
• 5단계: 정리 (p. 600)
• 전체 프로그램: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 (p. 600)

1단계: DynamoDB 테이블 생성
첫 번째 단계에서 두 개의 DynamoDB 테이블(소스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원본 테이블 스트
림의 StreamViewType은 NEW_IMAGE입니다. 이 말은 원본 테이블 항목이 변경될 때마다 항목의 "사후" 이
미지가 스트림에 기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트림이 테이블의 모든 쓰기 작업을 추적합
니다.
다음은 두 테이블 생성에 사용된 코드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java.util.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Id").withAttribute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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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util.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Id").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ProvisionedThroughput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2L)
.withWriteCapacityUnits(2L);
StreamSpecification streamSpecification = new StreamSpecification();
streamSpecification.setStreamEnabled(true);
streamSpecification.setStreamViewType(StreamViewType.NEW_IMAGE);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
.with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withKeySchema(keySchema)
.withProvisionedThroughput(provisionedThroughput).withStreamSpecification(streamSpecification);

2단계: 소스 테이블의 업데이트 활동 생성
다음 단계는 원본 테이블의 쓰기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 원본 테이블의 스트림 역시 거의 실시간으로 업
데이트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기록을 위해 PutItem, UpdateItem 및 DeleteItem API 작업을 호출하는 메서
드를 사용하여 헬퍼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메서드의 사용 방법을 나타낸 코드 예제입니다.

StreamsAdapterDemoHelper.put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1", "test1");
StreamsAdapterDemoHelper.upda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1", "test2");
StreamsAdapterDemoHelper.dele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1");
StreamsAdapterDemoHelper.put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2", "demo3");
StreamsAdapterDemoHelper.upda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2", "demo4");
StreamsAdapterDemoHelper.dele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2");

3단계: 스트림 처리
이제 프로그램이 스트림을 처리합니다.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가 KCL과 DynamoDB Streams
엔드포인트 사이에서 투명 계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드에서 하위 수준 DynamoDB Streams를 호출할 필
요 없이 KCL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KCL 인터페이스 정의를 준수하는 메서드인 initialize, processRecords 및 shutdown을 사용하여
레코드 프로세서 클래스인 StreamsRecordProcessor를 정의합니다. processRecords 메서드에는
원본 테이블의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 대상 테이블에 기록하는 데 필요한 로직이 저장됩니다.
• 레코드 프로세서 클래스의 클래스 팩토리(StreamsRecordProcessorFactory)를 정의합니다. Java 프
로그램이 KCL을 사용하려면 이 팩토리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KCL Worker를 인스턴스화하여 클래스 팩토리와 연동시킵니다.
• 레코드 처리가 완료되면 Worker를 종료합니다.
KCL 인터페이스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Kinesis Client
Library를 사용하여 소비자 개발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StreamsRecordProcessor의 메인 루프를 나타낸 코드 예제입니다. case 문은 스트림 레코드에
표시되는 OperationType에 따라 어떤 작업을 실행할지 결정합니다.

for (Record record : records) {
String data = new String(record.getData().array(), Charset.forName("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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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ut.println(data);
if (record instanceof RecordAdapter) {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cord streamRecord =
((RecordAdapter) record)
.getInternalObject();
switch (streamRecord.getEventName()) {
case "INSERT":
case "MODIFY":
StreamsAdapterDemoHelper.putItem(dynamoDBClient, tableName,
streamRecord.getDynamodb().getNewImage());
break;
case "REMOVE":
StreamsAdapterDemoHelper.dele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streamRecord.getDynamodb().getKeys().get("Id").getN());
}

}

}
checkpointCounter += 1;
if (checkpointCounter % 10 == 0) {
try {
checkpointer.checkpoint();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4단계: 양 테이블에 동일한 콘텐츠가 있는지 확인
이 시점에서는 원본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의 내용이 동기화 상태를 유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두 테이블에
대해 Scan 요청을 하여 내용이 실제로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DemoHelper 클래스에는 하위 수준 Scan API를 호출하는 ScanTable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if (StreamsAdapterDemoHelper.scanTable(dynamoDBClient, srcTable).getItems()
.equals(StreamsAdapterDemoHelper.scanTable(dynamoDBClient, destTable).getItems())) {
System.out.println("Scan result is equal.");
}
else {
System.out.println("Tables are different!");
}

5단계: 정리
데모가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이 원본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하지만 테이블이 삭제된 후에도 스트림은 최대 24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
다.
dynamoDBClient.deleteTable(new DeleteTableRequest().withTableName(srcTable));
dynamoDBClient.deleteTable(new DeleteTableRequest().withTableName(destTable));

전체 프로그램: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
다음은 연습: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 (p. 598)에서 설명한 작업을 실행하는 전체 Java 프로그
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비슷한 출력 화면이 보여야 합니다.
Creating table KCL-Demo-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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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table KCL-Demo-dest
Table is active.
Creating worker for stream: arn:aws:dynamodb:us-west-2:111122223333:table/KCL-Demo-src/
stream/2015-05-19T22:48:56.601
Starting worker...
Scan result is equal.
Done.

Important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정책을 사용하여 DynamoDB 및 Amazon
CloudWatch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사용 (p. 1083) 섹션을 참조하세요.
소스 코드는 4개의 .java 파일로 구성됩니다.
• StreamsAdapterDemo.java
• StreamsRecordProcessor.java
• StreamsRecordProcessorFactory.java
• StreamsAdapterDemoHelper.java

StreamsAdapterDemo.java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com.amazonaws.auth.AWSCredentialsProvider;
import com.amazonaws.auth.DefaultAWSCredentialsProviderChain;
import com.amazonaws.regions.Regions;
import com.amazonaws.services.cloudwatch.AmazonCloudWatch;
import com.amazonaws.services.cloudwatch.AmazonCloudWatch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Streams;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Streams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leteTable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scribeTableResul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streamsadapter.AmazonDynamoDBStreamsAdapterClien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streamsadapter.StreamsWorkerFactory;
import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interfaces.v2.IRecordProcessorFactory;
import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lib.worker.InitialPositionInStream;
import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lib.worker.KinesisClientLibConfiguration;
import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lib.worker.Worker;
public class StreamsAdapterDemo {
private static Worker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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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KinesisClientLibConfiguration workerConfig;
private static IRecordProcessorFactory recordProcessorFactory;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static
static
static
static

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AmazonCloudWatch cloudWatchClient;
AmazonDynamoDBStreams dynamoDBStreamsClient;
AmazonDynamoDBStreamsAdapterClient adapterClient;

private static String tablePrefix = "KCL-Demo";
private static String streamArn;
private static Regions awsRegion = Regions.US_EAST_2;
private static AWSCredentialsProvider awsCredentialsProvider =
DefaultAWSCredentialsProviderChain.getInstance();
/**
* @param args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System.out.println("Starting demo...");
dynamoDB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
.withRegion(awsRegion)
.build();
cloudWatchClient = AmazonCloudWatchClientBuilder.standard()
.withRegion(awsRegion)
.build();
dynamoDBStreamsClient = AmazonDynamoDBStreamsClientBuilder.standard()
.withRegion(awsRegion)
.build();
adapterClient = new AmazonDynamoDBStreamsAdapterClient(dynamoDBStreamsClient);
String srcTable = tablePrefix + "-src";
String destTable = tablePrefix + "-dest";
recordProcessorFactory = new StreamsRecordProcessorFactory(dynamoDBClient,
destTable);
setUpTables();
workerConfig = new KinesisClientLibConfiguration("streams-adapter-demo",
streamArn,
awsCredentialsProvider,
"streams-demo-worker")
.withMaxRecords(1000)
.withIdleTimeBetweenReadsInMillis(500)
.withInitialPositionInStream(InitialPositionInStream.TRIM_HORIZON);
System.out.println("Creating worker for stream: " + streamArn);
worker = StreamsWorkerFactory.createDynamoDbStreamsWorker(recordProcessorFactory,
workerConfig, adapterClient, dynamoDBClient, cloudWatchClient);
System.out.println("Starting worker...");
Thread t = new Thread(worker);
t.start();
Thread.sleep(25000);
worker.shutdown();
t.join();
if (StreamsAdapterDemoHelper.scanTable(dynamoDBClient, srcTable).getItems()
.equals(StreamsAdapterDemoHelper.scanTable(dynamoDBClient, destTable).getItems())) {
System.out.println("Scan result is equal.");
}
else {
System.out.println("Tables are diffe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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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out.println("Done.");
cleanupAndExit(0);

private static void setUpTables() {
String srcTable = tablePrefix + "-src";
String destTable = tablePrefix + "-dest";
streamArn = StreamsAdapterDemoHelper.createTable(dynamoDBClient, srcTable);
StreamsAdapterDemoHelper.createTable(dynamoDBClient, destTable);
awaitTableCreation(srcTable);
}

performOps(srcTable);

private static void awaitTableCreation(String tableName) {
Integer retries = 0;
Boolean created = false;
while (!created && retries < 100) {
DescribeTableResult result =
StreamsAdapterDemoHelper.describeTable(dynamoDBClient, tableName);
created = result.getTable().getTableStatus().equals("ACTIVE");
if (created) {
System.out.println("Table is active.");
return;
}
else {
retries++;
try {
Thread.sleep(1000);
}
catch (InterruptedException e) {
// do nothing
}
}
}
System.out.println("Timeout after table creation. Exiting...");
cleanupAndExit(1);
}
private static void performOps(String tableName) {
StreamsAdapterDemoHelper.put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1", "test1");
StreamsAdapterDemoHelper.upda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1", "test2");
StreamsAdapterDemoHelper.dele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1");
StreamsAdapterDemoHelper.put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2", "demo3");
StreamsAdapterDemoHelper.upda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2", "demo4");
StreamsAdapterDemoHelper.dele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102");
}

}

private static void cleanupAndExit(Integer returnValue) {
String srcTable = tablePrefix + "-src";
String destTable = tablePrefix + "-dest";
dynamoDBClient.deleteTable(new DeleteTableRequest().withTableName(srcTable));
dynamoDBClient.deleteTable(new DeleteTableRequest().withTableName(destTable));
System.exit(returnValue);
}

StreamsRecordProcessor.ja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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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the License is located at
http://aws.amazon.com/apache2.0/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streamsadapter.model.RecordAdapter;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interfaces.v2.IRecordProcessor;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lib.worker.ShutdownReason;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types.InitializationInput;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types.ProcessRecordsInput;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types.ShutdownInput;
com.amazonaws.services.kinesis.model.Record;

import java.nio.charset.Charset;
public class StreamsRecordProcessor implements IRecordProcessor {
private Integer checkpointCounter;
private final 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private final String tableName;
public StreamsRecordProcessor(AmazonDynamoDB dynamoDBClient2, String tableName) {
this.dynamoDBClient = dynamoDBClient2;
this.tableName = tableName;
}
@Override
public void initialize(InitializationInput initializationInput) {
checkpointCounter = 0;
}
@Override
public void processRecords(ProcessRecordsInput processRecordsInput) {
for (Record record : processRecordsInput.getRecords()) {
String data = new String(record.getData().array(), Charset.forName("UTF-8"));
System.out.println(data);
if (record instanceof RecordAdapter) {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cord streamRecord =
((RecordAdapter) record)
.getInternalObject();
switch (streamRecord.getEventName()) {
case "INSERT":
case "MODIFY":
StreamsAdapterDemoHelper.putItem(dynamoDBClient, tableName,
streamRecord.getDynamodb().getNewImage());
break;
case "REMOVE":
StreamsAdapterDemoHelper.deleteItem(dynamoDBClient, tableName,
streamRecord.getDynamodb().getKeys().get("Id").get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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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pointCounter += 1;
if (checkpointCounter % 10 == 0) {
try {
processRecordsInput.getCheckpointer().checkpoint();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
@Override
public void shutdown(ShutdownInput shutdownInput) {
if (shutdownInput.getShutdownReason() == ShutdownReason.TERMINATE) {
try {
shutdownInput.getCheckpointer().checkpoint();
}
catch (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

}

StreamsRecordProcessorFactory.java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import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interfaces.v2.IRecordProcessor;
import com.amazonaws.services.kinesis.clientlibrary.interfaces.v2.IRecordProcessorFactory;
public class StreamsRecordProcessorFactory implements IRecordProcessorFactory {
private final String tableName;
private final 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public StreamsRecordProcessorFactory(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this.tableName = tableName;
this.dynamoDBClient = dynamoDBClient;
}
@Override
public IRecordProcessor createProcessor() {
return new StreamsRecordProcessor(dynamoDBClient, table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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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amsAdapterDemoHelper.java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HashMap;
import java.util.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A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Upda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Table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TableResul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leteItem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scribeTable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scribeTableResul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utItem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sourceInUseExcep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can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canResul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treamSpecifica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treamView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UpdateItemRequest;

public class StreamsAdapterDemoHelper {
/**
* @return StreamArn
*/
public static String createTable(AmazonDynamoDB client, String tableName) {
java.util.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Id").withAttributeType("N"));
java.util.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Id").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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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edThroughput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2L)
.withWriteCapacityUnits(2L);
StreamSpecification streamSpecification = new StreamSpecification();
streamSpecification.setStreamEnabled(true);
streamSpecification.setStreamViewType(StreamViewType.NEW_IMAGE);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
.with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withKeySchema(keySchema)
.withProvisionedThroughput(provisionedThroughput).withStreamSpecification(streamSpecification);

}

try {
System.out.println("Creating table " + tableName);
CreateTableResult result = client.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return result.getTableDescription().getLatestStreamArn();
}
catch (ResourceInUseException e) {
System.out.println("Table already exists.");
return describeTable(client, tableName).getTable().getLatestStreamArn();
}

public static DescribeTableResult describeTable(AmazonDynamoDB client, String
tableName) {
return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
}
public static ScanResult scanTable(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
return dynamoDBClient.scan(new ScanRequest().withTableName(tableName));
}
public static void putItem(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String id,
String val) {
java.util.Map<String, AttributeValue> item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item.put("Id", new AttributeValue().withN(id));
item.put("attribute-1", new AttributeValue().withS(val));
PutItemRequest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withTableName(tableName).withItem(item);
dynamoDBClient.putItem(putItemRequest);
}
public static void putItem(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java.util.Map<String, AttributeValue> items) {
PutItemRequest putItemRequest = new
PutItemRequest().withTableName(tableName).withItem(items);
dynamoDBClient.putItem(putItemRequest);
}
public static void updateItem(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String
id, String val) {
java.util.Map<String, AttributeValue> key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key.put("Id", new AttributeValue().withN(id));
Map<String, AttributeValueUpdate> attributeUpdates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Update>();
AttributeValueUpdate update = new
AttributeValueUpdate().withAction(AttributeAction.PUT)
.withValue(new AttributeValue().withS(val));
attributeUpdates.put("attribute-2", update);
UpdateItemRequest updateItem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withTableName(tableName).withKey(key)
.withAttributeUpdates(attribute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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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Client.updateItem(updateItemRequest);

public static void deleteItem(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String tableName, String
id) {
java.util.Map<String, AttributeValue> key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key.put("Id", new AttributeValue().withN(id));
DeleteItemRequest deleteItemRequest = new
DeleteItemRequest().withTableName(tableName).withKey(key);
dynamoDBClient.deleteItem(deleteItemRequest);
}
}

DynamoDB Streams 하위 수준 API: Java 예시
Note
이 페이지의 코드는 완전한 코드가 아니며, Amazon DynamoDB Streams 사용 시나리오 중 일
부만 처리합니다. DynamoDB에서 스트림 레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권장되는 방법은 DynamoDB
Streams Kinesis 어댑터를 사용하여 스트림 레코드 처리 (p. 596) 단원에 기술된 것처럼 Amazon
Kinesis 어댑터를 통해 Kinesis Client Library(KCL)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원에는 실행 중인 DynamoDB Streams를 보여 주는 Java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스트림을 활성화하여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2. 이 테이블의 스트림 설정을 설명합니다.
3.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4. 스트림의 샤드를 설명합니다.
5. 샤드의 스트림 레코드를 읽습니다.
6. 그리고 정리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비슷한 출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Issuing CreateTable request for TestTableForStreams
Waiting for TestTableForStreams to be created...
Current stream ARN for TestTableForStreams: arn:aws:dynamodb:us-east-2:123456789012:table/
TestTableForStreams/stream/2018-03-20T16:49:55.208
Stream enabled: true
Update view type: NEW_AND_OLD_IMAGES
Performing
Processing
Processing
Processing
...
Processing

write activities on TestTableForStreams
item 1 of 100
item 2 of 100
item 3 of 100
item 100 of 100

Shard: {ShardId: shardId-1234567890-...,SequenceNumberRange: {StartingSequenceNumber:
01234567890...,},}
Shard iterator: EjYFEkX2a26eVTWe...
ApproximateCreationDateTime: Tue Mar 20 09:50:00 PDT 2018,Keys:
{Id={N: 1,}},NewImage: {Message={S: New item!,}, Id={N: 1,}},SequenceNumber:
100000000003218256368,SizeBytes: 24,StreamViewType: NEW_AND_OLD_IMAGES}
{ApproximateCreationDateTime: Tue Mar 20 09:50:00 PDT 2018,Keys: {Id={N:
1,}},NewImage: {Message={S: This item has changed,}, Id={N: 1,}},Old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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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S: New item!,}, Id={N: 1,}},SequenceNumber: 200000000003218256412,SizeBytes:
56,StreamViewType: NEW_AND_OLD_IMAGES}
{ApproximateCreationDateTime: Tue Mar 20 09:50:00 PDT 2018,Keys: {Id={N:
1,}},OldImage: {Message={S: This item has changed,}, Id={N: 1,}},SequenceNumber:
300000000003218256413,SizeBytes: 36,StreamViewType: NEW_AND_OLD_IMAGES}
...
Deleting the table...
Demo complete

Example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package com.amazon.codesamples;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util.ArrayList;
java.util.Arrays;
java.util.HashMap;
java.util.List;
java.util.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AmazonClientException;
com.amazonaws.auth.DefaultAWSCredentialsProviderChain;
com.amazonaws.regions.Regions;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Streams;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Streams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A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Updat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Table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scribeStream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scribeStreamResul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DescribeTableResul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Records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RecordsResul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ShardIterator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ShardIteratorResul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Record;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hard;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hardIterator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treamSpecifica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treamView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util.TableUt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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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StreamsLowLevel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AmazonDynamoDB dynamoDB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
.standard()
.withRegion(Regions.US_EAST_2)
.withCredentials(new DefaultAWSCredentialsProviderChain())
.build();
AmazonDynamoDBStreams streamsClient =
AmazonDynamoDBStreamsClientBuilder
.standard()
.withRegion(Regions.US_EAST_2)
.withCredentials(new DefaultAWSCredentialsProviderChain())
.build();
// Create a table, with a stream enabled
String tableName = "TestTableForStreams";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
Arrays.asList(new AttributeDefinition()
.withAttributeName("Id")
.withAttributeType("N")));
Array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 = new ArrayList<>(
Arrays.asList(new KeySchemaElement()
.withAttributeName("Id")
.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key
StreamSpecification streamSpecification = new StreamSpecification()
.withStreamEnabled(true)
.withStreamViewType(StreamViewType.NEW_AND_OLD_IMAGES);
CreateTableRequest createTable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
.withKeySchema(keySchema).with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withProvisionedThroughput(new ProvisionedThroughput()
.withReadCapacityUnits(10L)
.withWriteCapacityUnits(10L))
.withStreamSpecification(streamSpecification);
System.out.println("Issuing CreateTable request for " + tableName);
dynamoDBClient.createTable(createTableRequest);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created...");
try {
TableUtils.waitUntilActive(dynamoDBClient, tableName);
} catch (AmazonClientException e) {
e.printStackTrace();
}
// Print the stream settings for the table
DescribeTableResult describeTableResult = dynamoDBClient.describeTable(tableName);
String streamArn = describeTableResult.getTable().getLatestStreamArn();
System.out.println("Current stream ARN for " + tableName + ": " +
describeTableResult.getTable().getLatestStreamArn());
StreamSpecification streamSpec =
describeTableResult.getTable().getStreamSpecification();
System.out.println("Stream enabled: " + streamSpec.getStreamEnabled());
System.out.println("Update view type: " + streamSpec.getStreamViewType());
System.out.println();
// Generate write activity in the table
System.out.println("Performing write activities on " +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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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maxItemCount = 100;
for (Integer i = 1; i <= maxItemCount; i++) {
System.out.println("Processing item " + i + " of " + maxItemCount);
// Write a new item
Map<String, AttributeValue> item = new HashMap<>();
item.put("Id", new AttributeValue().withN(i.toString()));
item.put("Message", new AttributeValue().withS("New item!"));
dynamoDBClient.putItem(tableName, item);
// Update the item
Map<String, AttributeValue> key = new HashMap<>();
key.put("Id", new AttributeValue().withN(i.toString()));
Map<String, AttributeValueUpdate> attributeUpdates = new HashMap<>();
attributeUpdates.put("Message", new AttributeValueUpdate()
.withAction(AttributeAction.PUT)
.withValue(new AttributeValue()
.withS("This item has changed")));
dynamoDBClient.updateItem(tableName, key, attributeUpdates);

}

// Delete the item
dynamoDBClient.deleteItem(tableName, key);

// Get all the shard IDs from the stream.
// the shard IDs one page at a time.
String lastEvaluatedShardId = null;

Note that DescribeStream returns

do {

DescribeStreamResult describeStreamResult = streamsClient.describeStream(
new DescribeStreamRequest()
.withStreamArn(streamArn)
.withExclusiveStartShardId(lastEvaluatedShardId));
List<Shard> shards = describeStreamResult.getStreamDescription().getShards();
// Process each shard on this page
for (Shard shard : shards) {
String shardId = shard.getShardId();
System.out.println("Shard: " + shard);
// Get an iterator for the current shard

GetShardIteratorRequest getShardIteratorRequest = new
GetShardIteratorRequest()
.withStreamArn(streamArn)
.withShardId(shardId)
.withShardIteratorType(ShardIteratorType.TRIM_HORIZON);
GetShardIteratorResult getShardIteratorResult =
streamsClient.getShardIterator(getShardIteratorRequest);
String currentShardIter = getShardIteratorResult.getShardIterator();
READ_ONLY).
average
then exit.

// Shard iterator is not null until the Shard is sealed (marked as
// To prevent running the loop until the Shard is sealed, which will be on
// 4 hours, we process only the items that were written into DynamoDB and

int processedRecordCount = 0;
while (currentShardIter != null && processedRecordCount < maxItemCount) {
System.out.println("
Shard iterator: " +
currentShardIter.substring(380));
// Use the shard iterator to read the stream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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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RecordsResult getRecordsResult = streamsClient.getRecords(new

GetRecordsRequest()

}

}

.withShardIterator(currentShardIter));
List<Record> records = getRecordsResult.getRecords();
for (Record record : records) {
System.out.println("
" + record.getDynamodb());
}
processedRecordCount += records.size();
currentShardIter = getRecordsResult.getNextShardIterator();

// If LastEvaluatedShardId is set, then there is
// at least one more page of shard IDs to retrieve
lastEvaluatedShardId =
describeStreamResult.getStreamDescription().getLastEvaluatedShardId();
} while (lastEvaluatedShardId != null);
// Delete the table
System.out.println("Deleting the table...");
dynamoDBClient.deleteTable(tableName);
System.out.println("Demo complete");
}

}

DynamoDB Streams 및 AWS Lambda 트리거
주제
• 자습서 #1: 필터를 사용하여 AWS CLI로 AWS Lambda 및 Amazon DynamoDB에서 모든 이벤트 처
리 (p. 613)
• 자습서 #2: 필터를 사용하여 DynamoDB 및 Lambda에서 일부 이벤트 처리 (p. 619)
• Lambda 모범 사례 (p. 629)
Amazon DynamoDB는 DynamoDB Streams의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코드 조각인 트리거를 만들 수
있도록 AWS Lambda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트리거를 사용하면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 수정에 응답하
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할 경우 스트림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자가 작성하는
AWS Lambda 함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모든 변형 작업을 스트림
의 항목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항목이 수정될 때 새 레코드가 해당 테이블의 스트림
에 즉시 나타나도록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 Lambda 서비스는 초당 4번 새 레코드에 대한 스트림을 폴링합니다. 새 스트림 레코드를 사용할 수 있
게 되면 Lambda 함수가 동기식으로 호출됩니다. 동일한 DynamoDB 스트림에 최대 2개의 Lambda 함수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는 알림을 보내거나 워크플로를 시작하거나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타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스트림 레코드를 Amazon S3 File Gateway(Amazon S3)와 같은 영구 스토리지에 간단
하게 복사하는 Lambda 함수를 작성하여 테이블의 쓰기 작업에 대한 영구 감사 추적을 만들 수 있습니
다. GameScores 테이블에 쓰는 모바일 게임 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GameScores 테이블의
TopScore 속성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해당하는 스트림 레코드가 테이블 스트림에 기록됩니다. 그런 다음
이 이벤트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축하 메시지를 게시하는 Lambda 함수를 트리거합니다. 이 함수는
GameScores에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TopScore 속성을 수정하지 않는 모든 스트림 레코드를 무시하도록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612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Streams 작업

함수가 오류를 반환하면 Lambda는 성공적으로 처리되거나 데이터가 만료될 때까지 배치(batch)를 재시도합
니다. 또한 더 작은 배치로 재시도하고, 재시도 횟수를 제한하고, 너무 오래된 레코드를 폐기하고, 기타 옵션
을 사용하도록 Lambd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성능 모범 사례에 따라 Lambda 함수는 수명이 짧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로직도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고속 스트림의 경우 장기 실행 중인 동기식 Lambda보다 비동기식 사
후 처리 단계 함수 워크플로를 트리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Lambd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개발자 안내서 단원을 참조하세요.

자습서 #1: 필터를 사용하여 AWS CLI로 AWS Lambda 및 Amazon DynamoDB에
서 모든 이벤트 처리
주제
• 1단계: 스트림을 활성화하여 DynamoDB 테이블 생성 (p. 614)
• 2단계: Lambda 실행 역할 생성 (p. 614)
• 3단계: Amazon SNS 주제 생성 (p. 616)
• 4단계: Lambda 함수 생성 및 테스트 (p. 616)
• 5단계: 트리거 생성 및 테스트 (p. 618)
이 자습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의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해 AWS Lambda 트리거를 생성합니다.
이 자습서의 시나리오는 간단한 소셜 네트워크인 Woofer입니다. Woofer 사용자는 다른 Woofer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바크(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의사소통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 요소 및 워크플로우를 보여줍니다.

1. 사용자는 DynamoDB 테이블(BarkTable)에 항목을 씁니다. 테이블에서 각 항목은 바크를 나타냅니다.
2. 작성된 새 스트림 레코드는 새 항목이 BarkTable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3. 새 스트림 레코드에서 AWS Lambda 함수(publishNewBark)를 트리거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61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Streams 작업

4. 스트림 레코드가 새 항목이 BarkTable에 추가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Lambda 함수는 스트림 레코드에
서 데이터를 읽고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의 주제에 메시지를 게시합니다.
5. Amazon SNS 주제의 구독자는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본 자습서에서 이메일 주소는 구독자에 해당됩니
다.)
시작하기 전
이 자습서에서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을 사용합니다.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면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AWS CLI를 설치 및 구성하세요.

1단계: 스트림을 활성화하여 DynamoDB 테이블 생성
이 단계에서는 Woofer 사용자의 모든 바크를 저장할 DynamoDB 테이블(BarkTable)을 생성합니다. 기본
키는 Username(파티션 키)와 Timestamp(정렬 키)로 구성됩니다. 이 두 가지 속성 모두 문자열 유형입니다.
BarkTable에서는 스트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자습서에서 나중에 AWS Lambda 함수를 스트림에
연결하여 트리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BarkTable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Username,AttributeType=S
AttributeName=Timestamp,AttributeType=S \
--key-schema AttributeName=Username,KeyType=HASH
AttributeName=Timestamp,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5 \
--stream-specification StreamEnabled=true,StreamViewType=NEW_AND_OLD_IMAGES

2.

출력에서 LatestStreamArn를 찾습니다.
...
"LatestStreamArn": "arn:aws:dynamodb:region:accountID:table/BarkTable/stream/timestamp
...

region 및 accountID를 기록해 둡니다. 이 두 항목은 자습서의 다른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2단계: Lambda 실행 역할 생성
이 단계에서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WooferLambdaRole_을 만들어 권한을
할당합니다. 이 역할은 4단계: Lambda 함수 생성 및 테스트 (p. 616)에서 만드는 Lambda 함수에서 사용합
니다.
또한 해당 역할에 대한 정책도 생성합니다. 이 정책에는 Lambda 함수에서 런타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권한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다음 콘텐츠를 통해 trust-relationship.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lambda.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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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WooferLambdaRole을 생성합니다.
aws iam create-role --role-name WooferLambdaRole \
--path "/service-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trust-relationship.json

3.

다음 콘텐츠를 통해 role-policy.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region 및 accountID를 AWS
리전 및 계정 ID로 바꿉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lambda:InvokeFunction",
"Resource": "arn:aws:lambda:region:accountID:function:publishNewBark*"
},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logs:CreateLogStream",
"logs:PutLogEvents"
],
"Resource": "arn:aws:logs:region:accountID:*"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Stream",
"dynamodb:GetRecords",
"dynamodb:GetShardIterator",
"dynamodb:ListStreams"
],
"Resource": "arn:aws:dynamodb:region:accountID:table/BarkTable/stream/*"
},
{
"Effect": "Allow",
"Action": [
"sns:Publish"
],
"Resource": [
"*"
]
}
]

정책은 WooferLambdaRole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가지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 Lambda 함수 실행(publishNewBark). 이 자습서에서는 나중에 함수를 생성합니다.
• Amazon CloudWatch Logs 액세스. Lambda 함수는 런타임에 CloudWatch Logs에 진단을 씁니다.
• BarkTable에 대한 DynamoDB 스트림에서 데이터 읽기
• Amazon SNS에 메시지 게시
4.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정책을 WooferLambdaRole에 연결합니다.
aws iam put-role-policy --role-name WooferLambdaRole \
--policy-name WooferLambdaRole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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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document file://role-policy.json

3단계: Amazon SNS 주제 생성
이 단계에서는 Amazon SNS 주제(wooferTopic)를 생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구독합니다.
Lambda 함수에서는 이 주제를 사용하여 Woofer 사용자의 새 바크를 게시합니다.
1.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새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합니다.
aws sns create-topic --name wooferTopic

2.

다음 명령을 입력해 wooferTopic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구독합니다. (region 및 accountID를 AWS
리전 및 계정 ID로 바꾸고, example@example.com을 유효한 이메일 주소로 바꿉니다.)
aws sns subscribe \
--topic-arn arn:aws:sns:region:accountID:wooferTopic \
--protocol email \
--notification-endpoint example@example.com

3.

Amazon SNS에서 사용자 이메일 주소로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구독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메시지와
연결된 구독 확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4단계: Lambda 함수 생성 및 테스트
이 단계에서는 AWS Lambda 함수(publishNewBark)를 만들어 BarkTable에서 스트림 레코드를 처리합
니다.
publishNewBark 함수는 BarkTable의 새 항목에 해당하는 스트림 이벤트만을 처리합니다. 함수는 해당
이벤트에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 Amazon SNS를 호출하여 게시합니다.
1.

다음 콘텐츠를 통해 publishNewBark.js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region 및 accountID를 AWS
리전 및 계정 ID로 바꿉니다.
'use strict';
var AWS = require("aws-sdk");
var sns = new AWS.SNS();
exports.handler = (event, context, callback) => {
event.Records.forEach((record) => {
console.log('Stream record: ', JSON.stringify(record, null, 2));
if (record.eventName == 'INSERT') {
var who = JSON.stringify(record.dynamodb.NewImage.Username.S);
var when = JSON.stringify(record.dynamodb.NewImage.Timestamp.S);
var what = JSON.stringify(record.dynamodb.NewImage.Message.S);
var params = {
Subject: 'A new bark from ' + who,
Message: 'Woofer user ' + who + ' barked the following at ' + when + ':
\n\n ' + what,
TopicArn: 'arn:aws:sns:region:accountID:wooferTopic'
};
sns.publish(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error("Unable to send message. Error JSON:",
JSON.stringify(err, null, 2));
} else {
console.log("Results from sending message: ", JSON.stringify(data,
nul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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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callback(null, `Successfully processed ${event.Records.length} records.`);

publishNewBark.js가 포함된 zip 파일을 만듭니다. zip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
은 명령을 입력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zip publishNewBark.zip publishNewBark.js

3.

Lambda 함수를 만들 때 2단계: Lambda 실행 역할 생성 (p. 614)에서 생성한 WooferLambdaRole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지정합니다. 이 ARN을 가져오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iam get-role --role-name WooferLambdaRole

출력에서 WooferLambdaRole의 ARN을 찾습니다.
...
"Arn": "arn:aws:iam::region:role/service-role/WooferLambdaRole"
...

Lambda 함수를 생성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roleARN를 WooferLambdaRole의 ARN으로 바
꿉니다.

aws lambda create-function \
--region region \
--function-name publishNewBark \
--zip-file fileb://publishNewBark.zip \
--role roleARN \
--handler publishNewBark.handler \
--timeout 5 \
--runtime nodejs10.x

4.

이제, publishNewBark을 테스트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DynamoDB
Streams의 실제 레코드와 유사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다음 콘텐츠를 통해 payload.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

"Records": [
{
"eventID": "7de3041dd709b024af6f29e4fa13d34c",
"eventName": "INSERT",
"eventVersion": "1.1",
"eventSource": "aws:dynamodb",
"awsRegion": "region",
"dynamodb": {
"ApproximateCreationDateTime": 1479499740,
"Keys": {
"Timestamp": {
"S": "2016-11-18:12:09:36"
},
"Username": {
"S": "John Doe"
}
},
"NewImage": {
"Timest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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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2016-11-18:12:09:36"
},
"Message": {
"S": "This is a bark from the Woofer social network"
},
"Username": {
"S": "John Doe"
}

},
"SequenceNumber": "13021600000000001596893679",
"SizeBytes": 112,
"StreamViewType": "NEW_IMAGE"

},
"eventSourceARN": "arn:aws:dynamodb:region:123456789012:table/BarkTable/
stream/2016-11-16T20:42:48.104"
}
]
}

publishNewBark 함수를 테스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lambda invoke --function-name publishNewBark --payload file://payload.json --clibinary-format raw-in-base64-out output.txt

테스트가 성공적이면 다음 출력이 생성됩니다.
{
}

"StatusCode": 200

또한 output.txt 파일에는 다음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Successfully processed 1 records."

몇 분 안에 새 이메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Note
AWS Lambda는 진단 정보를 Amazon CloudWatch Logs에 씁니다. Lambda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진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로그를 선택합니다.
3. 다음과 같은 로그 그룹을 선택합니다./aws/lambda/publishNewBark
4. 최신 로그 스트림을 선택하여 함수의 출력(오류 사항 포함)을 봅니다.

5단계: 트리거 생성 및 테스트
4단계: Lambda 함수 생성 및 테스트 (p. 616)에서 Lambda 함수를 테스트하여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합
니다. 이 단계에서는 Lambda 함수(publishNewBark)를 이벤트 소스(BarkTable 스트림)과 연결하여 트리
거를 생성합니다.
1.

트리거를 생성할 때 BarkTable 스트림의 ARN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ARN을 가져오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Bark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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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에서 LatestStreamArn를 찾습니다.
...
"LatestStreamArn": "arn:aws:dynamodb:region:accountID:table/BarkTable/stream/timestamp
...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트리거를 생성합니다. streamARN를 실제 스트림 ARN으로 바꿉니다.
aws lambda create-event-source-mapping \
--region region \
--function-name publishNewBark \
--event-source streamARN \
--batch-size 1 \
--starting-position TRIM_HORIZON

3.

트리거를 테스트합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BarkTable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BarkTable \
--item Username={S="Jane
Doe"},Timestamp={S="2016-11-18:14:32:17"},Message={S="Testing...1...2...3"}

몇 분 이내에 새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4.

DynamoDB 콘솔을 열어서 BarkTable에 몇 개 항목을 추가합니다. Username 및 Timestamp에 대한
속성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Message에 대한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한 BarkTable의 각 항목에 대해 새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Lambda 함수는 BarkTable에 추가된 새 항목만을 처리합니다. 테이블에 업데이트되거나 삭제한 항목
에 대해 이 함수는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Note
AWS Lambda는 진단 정보를 Amazon CloudWatch Logs에 씁니다. Lambda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진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로그를 선택합니다.
3. 다음과 같은 로그 그룹을 선택합니다./aws/lambda/publishNewBark
4. 최신 로그 스트림을 선택하여 함수의 출력(오류 사항 포함)을 봅니다.

자습서 #2: 필터를 사용하여 DynamoDB 및 Lambda에서 일부 이벤트 처리
주제
• 종합 - AWS CloudFormation (p. 621)
• 종합 - CDK (p. 625)

이 자습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의 스트림에서 일부 이벤트만 처리하기 위해 AWS Lambda 트리거를 생
성합니다.
Lambda 이벤트 필터링을 사용하면 필터 표현식을 사용하여 Lambda가 처리를 위해 함수로 보내는 이벤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스트림당 최대 5개의 서로 다른 필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괄 처리 기간
을 사용하는 경우 Lambda는 각 새 이벤트에 필터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확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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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는 FilterCriteria라는 구조를 통해 적용됩니다. FilterCriteria의 3가지 주요 속성은
metadata properties, data properties 및 filter patterns입니다.
다음은 DynamoDB Streams 이벤트의 예제 구조입니다.
{

"eventID": "c9fbe7d0261a5163fcb6940593e41797",
"eventName": "INSERT",
"eventVersion": "1.1",
"eventSource": "aws:dynamodb",
"awsRegion": "us-east-2",
"dynamodb": {
"ApproximateCreationDateTime": 1664559083.0,
"Keys": {
"SK": { "S": "PRODUCT#CHOCOLATE#DARK#1000" },
"PK": { "S": "COMPANY#1000" }
},
"NewImage": {
"quantity": { "N": "50" },
"company_id": { "S": "1000" },
"fabric": { "S": "Florida Chocolates" },
"price": { "N": "15" },
"stores": { "N": "5" },
"product_id": { "S": "1000" },
"SK": { "S": "PRODUCT#CHOCOLATE#DARK#1000" },
"PK": { "S": "COMPANY#1000" },
"state": { "S": "FL" },
"type": { "S": "" }
},
"SequenceNumber": "700000000000888747038",
"SizeBytes": 174,
"StreamViewType": "NEW_AND_OLD_IMAGES"
},
"eventSourceARN": "arn:aws:dynamodb:us-east-2:111122223333:table/chocolate-tableStreamsSampleDDBTable-LUOI6UXQY7J1/stream/2022-09-30T17:05:53.209"
}

metadata properties은 이벤트 객체의 필드입니다. DynamoDB Streams 스트림의 경우 metadata
properties은 dynamodb 또는 eventName과 같은 필드입니다.
data properties은 이벤트 본문의 필드입니다. data properties을 필터링하려면 적절한 키 내
의 FilterCriteria에 해당 속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DynamoDB 이벤트 소스의 경우 데이터 키는
NewImage 또는 OldImage입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규칙은 특정 속성에 적용할 필터 표현식을 정의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예

규칙 구문(부분적)

Null

제품 유형이 null입니다.

{ "product_type": { "S":
null } }

비어 있음

제품 이름이 비어 있습니다.

{ "product_name": { "S":
[ ""] } }

같음

주가 플로리다와 같습니다.

{ "state": { "S":
["FL"] } }

및

제품 주는 플로리다와 같고 제품
카테고리는 초콜릿과 같습니다.

{ "state":
{ "S": ["FL"] } ,
"category": { "S":
[ "CHOCOL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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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연산자

예

규칙 구문(부분적)

또는

제품 주는 플로리다 또는 캘리포
니아입니다.

{ "state": { "S":
["FL","CA"] } }

아님

제품 주는 플로리다가 아닙니다.

{"state": {"S":
[{"anything-but":
["FL"]}]}}

존재함

홈메이드 제품이 있습니다.

{"homemade": [{"exists":
True}]}

존재하지 않음

홈메이드 제품이 존재하지 않습니
다.

{"homemade": [{"exists":
False}]}

로 시작함

PK는 COMPANY로 시작합니다.

{"PK": {"S": [{"prefix":
"COMPANY"}]}}

Lambda 함수에 대해 최대 5개의 이벤트 필터링 패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개의 이벤트 각각은 논리적
OR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Filter_One 및 Filter_Two라는 두 개의 필터를 구성하면 Lambda 함수가
Filter_One 또는 Filter_Two를 실행합니다.

Note
Lambda 이벤트 필터링 페이지에는 숫자 값을 필터링하고 비교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지만
DynamoDB 필터 이벤트의 경우 DynamoDB의 숫자가 문자열로 저장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
다. 예를 들어 "quantity": { "N": "50" }, "N" 속성 때문에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 - AWS CloudFormation
이벤트 필터링 기능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CloudFormation 템플릿 샘플을 소개합니다. 이 템플릿은
Amazon DynamoDB Streams가 활성화된 파티션 키 PK 및 정렬 키 SK가 있는 간단한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Amazon Cloudwatch에 로그를 쓰고 Amazon DynamoDB 스트림에서 이벤트를 읽을 수
있는 람다 함수와 간단한 Lambda 실행 역할이 생성됩니다. 또한 DynamoDB 스트림과 Lambda 함수 사이에
이벤트 소스 매핑을 추가하므로 Amazon DynamoDB 스트림에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함수를 실행할 수 있습
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Sample application that presents AWS Lambda event source filtering
with Amazon DynamoDB Streams.
Resources:
StreamsSampleD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PK"
AttributeType: "S"
- AttributeName: "SK"
AttributeType: "S"
KeySchema:
- AttributeName: "PK"
KeyType: "HASH"
- AttributeName: "SK"
KeyType: "RANGE"
StreamSpecification:
StreamViewType: "NEW_AND_OLD_IMAGES"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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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CapacityUnits: 5
Lambda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lambda.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roo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arn:aws:logs:*:*:*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Stream
- dynamodb:GetRecords
- dynamodb:GetShardIterator
- dynamodb:ListStreams
Resource: !GetAtt StreamsSampleDDBTable.StreamArn
EventSourceDDBTableStream:
Type: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roperties:
BatchSize: 1
Enabled: True
EventSourceArn: !GetAtt StreamsSampleDDBTable.StreamArn
FunctionName: !GetAtt ProcessEventLambda.Arn
StartingPosition: LATEST
ProcessEventLambda: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Runtime: python3.7
Timeout: 300
Handler: index.handler
Role: !GetAtt LambdaExecutionRole.Arn
Code:
ZipFile: |
import logging
LOGGER = logging.getLogger()
LOGGER.setLevel(logging.INFO)
def handler(event, context):
LOGGER.info('Received Event: %s', event)
for rec in event['Records']:
LOGGER.info('Record: %s', rec)
Outputs:
StreamsSampleDDBTable:
Description: DynamoDB Table ARN created for this example
Value: !GetAtt StreamsSampleDDBTab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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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ARN:
Description: DynamoDB Table ARN created for this example
Value: !GetAtt StreamsSampleDDBTable.StreamArn

이 클라우드 구성 템플릿을 배포한 후 다음과 같은 Amazon DynamoDB 항목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

"PK": "COMPANY#1000",
"SK": "PRODUCT#CHOCOLATE#DARK",
"company_id": "1000",
"type": "",
"state": "FL",
"stores": 5,
"price": 15,
"quantity": 50,
"fabric": "Florida Chocolates"

}

이 클라우드 형성 템플릿에 인라인으로 포함된 간단한 람다 함수 덕분에 다음과 같이 람다 함수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의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eventID": "c9fbe7d0261a5163fcb6940593e41797",
"eventName": "INSERT",
"eventVersion": "1.1",
"eventSource": "aws:dynamodb",
"awsRegion": "us-east-2",
"dynamodb": {
"ApproximateCreationDateTime": 1664559083.0,
"Keys": {
"SK": { "S": "PRODUCT#CHOCOLATE#DARK#1000" },
"PK": { "S": "COMPANY#1000" }
},
"NewImage": {
"quantity": { "N": "50" },
"company_id": { "S": "1000" },
"fabric": { "S": "Florida Chocolates" },
"price": { "N": "15" },
"stores": { "N": "5" },
"product_id": { "S": "1000" },
"SK": { "S": "PRODUCT#CHOCOLATE#DARK#1000" },
"PK": { "S": "COMPANY#1000" },
"state": { "S": "FL" },
"type": { "S": "" }
},
"SequenceNumber": "700000000000888747038",
"SizeBytes": 174,
"StreamViewType": "NEW_AND_OLD_IMAGES"
},
"eventSourceARN": "arn:aws:dynamodb:us-east-2:111122223333:table/chocolate-tableStreamsSampleDDBTable-LUOI6UXQY7J1/stream/2022-09-30T17:05:53.209"
}

필터링 예제
• 지정된 주와 일치하는 제품만
이 예제에서는 플로리다(약어 'FL')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일치시키는 필터를 포함하도록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EventSourceDDBTable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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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roperties:
BatchSize: 1
Enabled: True
FilterCriteria:
Filters:
- Pattern: '{ "dynamodb": { "NewImage": { "state": { "S": ["FL"] } } } }'
EventSourceArn: !GetAtt StreamsSampleDDBTable.StreamArn
FunctionName: !GetAtt ProcessEventLambda.Arn
StartingPosition: LATEST

스택을 재배포하고 나면 다음 DynamoDB 항목을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의 제품은 캘리포니
아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Lambda 함수 로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PK": "COMPANY#1000",
"SK": "PRODUCT#CHOCOLATE#DARK#1000",
"company_id": "1000",
"fabric": "Florida Chocolates",
"price": 15,
"product_id": "1000",
"quantity": 50,
"state": "CA",
"stores": 5,
"type": ""

}

• PK 및 SK의 일부 값으로 시작하는 항목만
이 예에서는 다음 조건을 포함하도록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EventSourceDDBTableStream:
Type: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roperties:
BatchSize: 1
Enabled: True
FilterCriteria:
Filters:
- Pattern: '{"dynamodb": {"Keys": {"PK": { "S": [{ "prefix": "COMPANY" }] },"SK":
{ "S": [{ "prefix": "PRODUCT" }] }}}}'
EventSourceArn: !GetAtt StreamsSampleDDBTable.StreamArn
FunctionName: !GetAtt ProcessEventLambda.Arn
StartingPosition: LATEST

AND 조건을 사용하려면 패턴 내부에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PK 및 SK 키가 쉼표로 구분되어 동일한 표현식
에 있습니다.
PK 및 SK의 일부 값으로 시작하거나 특정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이 예에서는 다음 조건을 포함하도록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EventSourceDDBTableStream:
Type: AWS::Lambda::EventSourceMapping
Properties:
BatchSize: 1
Enabled: True
FilterCriteria:
Filters:
- Pattern: '{"dynamodb": {"Keys": {"PK": { "S": [{ "prefix": "COMPANY" }] },"SK":
{ "S": [{ "prefix": "PRODUCT" }] }}}}'
- Pattern: '{ "dynamodb": { "NewImage": { "state": { "S": ["F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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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SourceArn: !GetAtt StreamsSampleDDBTable.StreamArn
FunctionName: !GetAtt ProcessEventLambda.Arn
StartingPosition: LATEST

필터 섹션에 새 패턴을 도입하여 OR 조건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 - CDK
다음 샘플 CDK 프로젝트 구성 템플릿은 이벤트 필터링 기능을 안내합니다. 이 CDK 프로젝트로 작업하기 전
에 준비 스크립트 실행을 포함한 전제 조건을 설치해야 합니다.
CDK 프로젝트 만들기
먼저 빈 디렉터리에서 cdk init를 호출하여 새 AWS CDK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mkdir ddb_filters
cd ddb_filters
cdk init app --language python

cdk init 명령은 프로젝트 폴더의 이름을 사용하여 클래스, 하위 폴더 및 파일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다양
한 요소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폴더 이름의 하이픈은 밑줄로 변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은 Python 식별
자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로 시작하거나 공백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사용하려면 해당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의 종속성을 전역적으로 설
치하는 대신 프로젝트 폴더에 로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source .venv/bin/activate
python -m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Note
이를 Mac/Linux 명령으로 인식하여 가상 환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Python 템플릿에는
Windows에서 동일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치 파일인 source.bat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기존 Windows 명령 .venv\Scripts\activate.bat도 작동합니다. AWS CDK Toolkit
v1.70.0 이하를 사용하여 AWS CDK 프로젝트를 초기화한 경우 가상 환경은 ..venv 대신 .env 디
렉터리에 있습니다.
기본 인프라
선호하는 텍스트 편집기로 ./ddb_filters/ddb_filters_stack.py 파일을 엽니다. 이 파일은 AWS
CDK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_create_ddb_table 및 _set_ddb_trigger_function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함수는
프로비저닝 모드 온디맨드 모드에서 파티션 키 PK 및 정렬 키 SK가 있는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며
Amazon DynamoDB Streams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새 이미지와 이전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Lambda 함수는 app.py 파일 아래의 lambda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생성됩니다. 여기에는
이 스택에서 생성된 Amazon DynamoDB 테이블의 이름이 될 환경 변수 APP_TABLE_NAME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함수에서 Lambda 함수에 스트림 읽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DynamoDB 스트림을 람다 함
수의 이벤트 소스로 구독합니다.
__init__ 메서드의 파일 끝에서 각 구성을 호출하여 스택에서 초기화합니다. 추가 구성 요소와 서비스가
필요한 더 큰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 스택 외부에서 이러한 구성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import os
import json
import aws_cdk as c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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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ws_cdk import (
Stack,
aws_lambda as _lambda,
aws_dynamodb as dynamodb,
)
from constructs import Construct
class DdbFiltersStack(Stack):
def _create_ddb_table(self):
dynamodb_table = dynamodb.Table(
self,
"AppTable",
partition_key=dynamodb.Attribute(
name="PK", type=dynamodb.AttributeType.STRING
),
sort_key=dynamodb.Attribute(
name="SK", type=dynamodb.AttributeType.STRING),
billing_mode=dynamodb.BillingMode.PAY_PER_REQUEST,
stream=dynamodb.StreamViewType.NEW_AND_OLD_IMAGES,
removal_policy=cdk.RemovalPolicy.DESTROY,
)
cdk.CfnOutput(self, "AppTableName", value=dynamodb_table.table_name)
return dynamodb_table
def _set_ddb_trigger_function(self, ddb_table):
events_lambda = _lambda.Function(
self,
"LambdaHandler",
runtime=_lambda.Runtime.PYTHON_3_9,
code=_lambda.Code.from_asset("lambda"),
handler="app.handler",
environment={
"APP_TABLE_NAME": ddb_table.table_name,
},
)
ddb_table.grant_stream_read(events_lambda)
event_subscription = _lambda.CfnEventSourceMapping(
scope=self,
id="companyInsertsOnlyEventSourceMapping",
function_name=events_lambda.function_name,
event_source_arn=ddb_table.table_stream_arn,
maximum_batching_window_in_seconds=1,
starting_position="LATEST",
batch_size=1,
)
def __init__(self, scope: Construct, construct_id: str, **kwargs) -> None:
super().__init__(scope, construct_id, **kwargs)
ddb_table = self._create_ddb_table()
self._set_ddb_trigger_function(ddb_table)

이제 Amazon CloudWatch에 로그를 출력하는 매우 간단한 람다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lambda라는 새 폴더를 만듭니다.
mkdir lambda
touch app.py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다음 내용을 app.py 파일에 추가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62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Streams 작업

import logging
LOGGER = logging.getLogger()
LOGGER.setLevel(logging.INFO)
def handler(event, context):
LOGGER.info('Received Event: %s', event)
for rec in event['Records']:
LOGGER.info('Record: %s', rec)

/ddb_filters/ 폴더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cdk deploy

어느 시점에서 솔루션 배포 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Y를 입력하여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
# + # ${LambdaHandler/ServiceRole} # arn:${AWS::Partition}:iam::aws:policy/service-role/
AWSLambdaBasicExecutionRole #
#######################################################################################################
Do you wish to deploy these changes (y/n)? y
...
#

Deployment time: 67.73s

Outputs:
DdbFiltersStack.AppTableName = DdbFiltersStack-AppTable815C50BC-1M1W7209V5YPP
Stack ARN:
arn:aws:cloudformation:us-east-2:111122223333:stack/
DdbFiltersStack/66873140-40f3-11ed-8e93-0a74f296a8f6

변경 사항이 배포되면 AWS 콘솔을 열고 테이블에 항목 하나를 추가합니다.
{

"PK": "COMPANY#1000",
"SK": "PRODUCT#CHOCOLATE#DARK",
"company_id": "1000",
"type": "",
"state": "FL",
"stores": 5,
"price": 15,
"quantity": 50,
"fabric": "Florida Chocolates"

}

이제 CloudWatch 로그에 이 항목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터링 예제
• 지정된 주와 일치하는 제품만
ddb_filters/ddb_filters/ddb_filters_stack.py 파일을 열고 "FL"과 동일한 모든 제품과 일치하
는 필터를 포함하도록 수정합니다. 이는 45행의 event_subscription 바로 아래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event_subscription.add_property_override(
property_path="Filter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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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Filters": [
{
"Pattern": json.dumps(
{"dynamodb": {"NewImage": {"state": {"S": ["FL"]}}}}
)
},
]
},

• PK 및 SK의 일부 값으로 시작하는 항목만
다음 조건을 포함하도록 Python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event_subscription.add_property_override(
property_path="FilterCriteria",
value={
"Filters": [
{
"Pattern": json.dumps(
{
{
"dynamodb": {
"Keys": {
"PK": {"S": [{"prefix": "COMPANY"}]},
"SK": {"S": [{"prefix": "PRODUCT"}]},
}
}
}
}
)
},
]
},

• PK 및 SK의 일부 값으로 시작하거나 특정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포함하도록 Python 스크립트를 수정합니다.
event_subscription.add_property_override(
property_path="FilterCriteria",
value={
"Filters": [
{
"Pattern": json.dumps(
{
{
"dynamodb": {
"Keys": {
"PK": {"S": [{"prefix": "COMPANY"}]},
"SK": {"S": [{"prefix": "PRODUCT"}]},
}
}
}
}
)
},
{
"Pattern": json.dumps(
{"dynamodb": {"NewImage": {"state": {"S":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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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필터 배열에 더 많은 요소를 추가하면 OR 조건이 추가됩니다.
정리
작업 디렉토리의 베이스에서 필터 스택을 찾고 cdk destroy를 실행합니다. 리소스 삭제를 확인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cdk destroy
Are you sure you want to delete: DdbFiltersStack (y/n)? y

Lambda 모범 사례
AWS Lambda 함수는 다른 함수와 격리된 실행 환경인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됩니다. 함수를 처음 실행하면
AWS Lambda에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함수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Lambda 함수에는 호출당 한 번 실행되는 핸들러가 있습니다. 핸들러에는 함수에 대한 주요 비즈니스 로
직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4단계: Lambda 함수 생성 및 테스트 (p. 616)에 표시된 Lambda 함수에는
DynamoDB 스트림의 레코드를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가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나서 AWS Lambda가 핸들러를 처음 실행하기 전에 한 번만 실행되는 초기화 코
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단계: Lambda 함수 생성 및 테스트 (p. 616)에 표시된 Lambda 함수에는 SDK
for JavaScript in Node.js를 가져오고 Amazon SNS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는 초기화 코드가 있습니다.
이 객체는 핸들러 외부에서 한 번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실행한 후, AWS Lambda는 이후 함수 호출에 컨테이너를 재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 함수 핸들러에서 초기화 코드에 정의된 리소스를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AWS Lambda에서는 컨테이
너의 보유 기간 또는 컨테이너의 재사용 여부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AWS Lambda를 사용하는 DynamoDB 트리거의 경우 다음 사항이 권장됩니다.
• AWS 서비스 클라이언트는 핸들러가 아니라 초기화 코드에서 인스턴스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WS
Lambda에서 기존의 연결을 재사용해 컨테이너의 수명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연결을 명시적으로 관리하거나 연결 풀링을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업은 AWS
Lambda에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AWS Lambda 함수 작업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DynamoDB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사용
DynamoDB 온디맨드 백업 기능을 사용하면 테이블의 전체 백업을 생성하여 규정 준수 요건에 맞도록 장기
간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클릭 한 번으로 또는 단일 API 호출을 사
용하여 언제든지 테이블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실행해도 테이블 성능
이나 가용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백업 및 복원 개념을 소개합니다.
백업 및 복원
DynamoDB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하고 관리할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WS 백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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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
AWS Backup을 사용하여 백업 정책을 구성하고 AWS 리소스 및 온프레미스 워크로드에 대한 활동을 한 곳
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과 함께 DynamoDB를 사용하면 AWS 계정과 리전에서 온디맨
드 백업을 복사하고, 온디맨드 백업에 비용 할당 태그를 추가하고, 온디맨드 백업을 콜드 스토리지로 전환하
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AWS Backup을 옵트인해야 합니다. 옵트인
선택 사항은 특정 계정 및 AWS 리전에 적용되므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여 여러 리전에 옵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ckup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나 가용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확장됩니다. 고유의 최신 배포
기술을 사용하므로 테이블 크기와 상관없이 몇 초만에 백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대한 걱정이나 오
랜 시간 실행되는 백업 프로세스 없이도 수천 개 파티션에 대해 단 몇 초만에 일관된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모든 온디맨드 백업은 카탈로그화되고, 검색 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삭제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온 디맨드 백업과 복원 작업은 성능이나 API 지연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백업은 테이블 삭제와
상관없이 보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백업 및 복원 사용 (p. 636)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온디맨드 백업은 백업 스토리지 크기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
니다. DynamoDB 온디맨드 백업은 다른 계정이나 리전으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AWS 계정 및 리전 간에 백
업 복사본을 생성해야 하고 기타 고급 기능이 필요하면 AWS Backup을 사용해야 합니다. AWS Backup 기능
을 사용하는 경우 AWS Backup에서 요금을 청구합니다. AWS 리전의 가용성과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주제
• DynamoDB에서 AWS Backup 사용 (p. 630)
• DynamoDB 백업 및 복원 사용 (p. 636)

DynamoDB에서 AWS Backup 사용
Amazon DynamoDB는 AWS Backup의 향상된 백업 기능을 통해 규정 준수 및 비즈니스 연속성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WS Backup은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에서 AWS 서비스 전반에 걸쳐 백업
을 쉽게 중앙 집중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데이터 보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백
업 정책을 구성하고 AWS 리소스에 대한 활동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을 사용하
려면 옵트인해야 합니다. 옵트인 선택 사항은 특정 계정 및 AWS 리전에 적용되므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여
여러 리전에 옵트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백업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mazon DynamoDB는 기본적으로 AWS Backup과 통합됩니다.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온
디맨드 백업을 자동으로 예약, 복사, 태그 지정하고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콘솔에
서 이러한 백업을 계속 확인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콘솔, API 및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AWSCLI)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자동 백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Note
DynamoDB를 통해 수행된 모든 백업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현재 DynamoDB 워크플로를 통해 계속
해서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을 통해 제공되는 향상된 백업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약된 백업 - 백업 계획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예약된 DynamoDB 테이블 백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및 교차 리전 복사 - 백업을 다른 AWS 리전 또는 계정의 다른 백업 볼트에 자동으로 복사하여 데이
터 보호 요구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콜드 스토리지 계층화 - 백업을 삭제하거나 콜드 스토리지로 전환하는 수명 주기 규칙을 구현하도록 백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업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태그 - 결제 및 비용 할당을 위해 백업에 자동으로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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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 AWS Backup을 통해 관리되는 DynamoDB 온디맨드 백업은 이제 AWS Backup 볼트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DynamoDB 테이블 암호화 키와 독립적인 AWS KMS key를 사용하여 백업을 암호화하고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백업 감사 - AWS Backup Audit Manager를 사용하여 AWS Backup 정책의 준수를 감사하고 정의한 제어를
아직 준수하지 않은 백업 작업 및 리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 거버넌스를 위해 일일 및 온디맨드
보고서의 감사 추적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WORM 모델을 사용하여 백업 보안 - AWS Backup 볼트 잠금을 사용하여 백업에 대해 write-once-readmany(WORM)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 볼트 잠금을 사용하면 실수로 또는 악의적인 삭
제 작업, 백업 보존 기간 변경 및 수명 주기 설정 업데이트로부터 백업을 보호하는 추가 방어 계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ckup 볼트 잠금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향상된 백업 기능은 모든 AWS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ackup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주제
• AWS Backup을 사용한 DynamoDB 테이블 백업 및 복원: 작동 방식 (p. 631)
•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백업 생성 (p. 633)
•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백업 복사 (p. 634)
• AWS Backup에서 DynamoDB 테이블의 백업 복원 (p. 635)
•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백업 삭제 (p. 635)
• 사용 노트 (p. 635)

AWS Backup을 사용한 DynamoDB 테이블 백업 및 복원: 작동 방
식
온디맨드 백업 기능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의 전체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서는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백업
AWS Backup을 통해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요청의 타임 마커가 카탈로그화됩니다. 백업은
마지막 전체 테이블 스냅샷에 대한 요청 시간까지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비동기식으로 생성됩니다.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할 때마다 전체 테이블 데이터가 백업됩니다. 수행할 수 있는 온디맨드 백업 수에는 제
한이 없습니다.

Note
DynamoDB 백업과 달리 AWS Backup를 통한 백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업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백업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합니다.
• 백업의 원본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 테이블에 대한 백업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테이블에서 백업을 비활성화합니다.
AWS Backup에서는 자동화된 백업 일정, 보존 관리 및 수명 주기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지
정 스크립트와 수동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 Backup은 백업을 실행하고 백업이 만료되면 백업
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ckup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AWS Backup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백업은 Backup type(백업 유형)이
AWS_BACKUP로 설정되어 Backups(백업) 탭에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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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Backup type(백업 유형)이 AWS_BACKUP로 표시된 백업은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백업을 관리하려면 AWS Backup 콘솔을 사용합니다.
백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DynamoDB 테이블 백업 (p. 63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복원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테이블을 복원합니다. DynamoDB 백업에서 전체 테이
블 복원을 수행하거나 대상 테이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원을 수행할 때 다음 테이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GSI)
• 로컬 보조 인덱스(LSI)
• 결제 모드
• 프로비저닝된 읽기 및 쓰기 용량
• 암호화 설정

Important
전체 테이블 복원을 수행할 때 대상 테이블은 백업이 요청되었을 때 원본 테이블과 동일하게 프로비
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 및 쓰기 용량 단위로 설정됩니다. 복원 프로세스는 로컬 보조 인덱스와 글로
벌 보조 인덱스도 복원합니다.
DynamoDB 테이블 데이터의 백업을 다른 AWS 리전에 복사한 다음 새 리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AWS 상
용 리전, AWS 중국 리전 및 AWS GovCloud(미국) 리전 간에 백업을 복사한 다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소스
리전에서 복사한 데이터와 대상 리전의 새 테이블에 복원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합니다.
AWS Backup은 모든 원본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을 복원합니다.
복원된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Auto Scaling 정책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
•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경보
• 태그
• 스트림 설정
• Time To Live(TTL) 설정
전체 테이블 데이터만 백업에서 새 테이블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테이블은 활성 상태가 된 이후에만
쓸 수 있습니다.

Note
AWS Backup 복원은 비파괴적입니다. 복원 작업 중에는 기존 테이블을 덮어쓸 수 없습니다.
서비스 지표에는 고객 테이블 복원의 95%가 1시간 이내에 완료된다고 표시됩니다. 그러나 복원 시간은 테이
블 구성(예: 테이블 크기 및 기본 파티션 수) 및 기타 관련 변수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재해 복구를 계획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평균 복원 완료 시간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이러한 시간이 전체 복구 시간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복원을 수행하는 방법은 백업에서 DynamoDB 테이블 복원 (p. 64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제어에 IAM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백업 및 복원에 IAM 사
용 (p. 645)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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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백업 및 복원 콘솔 작업과 API 작업이 로깅, 연속 모니터링 및 감사를 위해 AWS CloudTrail에 캡처되고
기록됩니다.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백업 생성
이 섹션에서는 AWS Backup을 활성화하여 온디맨드 및 예약한 백업을 DynamoDB 테이블에서 생성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AWS Backup 기능 활성화 (p. 633)
• 온디맨드 백업 (p. 633)
• 예약한 백업 (p. 634)

AWS Backup 기능 활성화
AWS Backup을 활성화하여 DynamoDB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AWS Backup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세요.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
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3. 백업 설정 창에서 활성화(Enable)를 선택합니다.
4.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능 활성화(Enable features)를 선택합니다.
이제 DynamoDB 테이블에 AWS Backup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 기능을 활성화한 후 비활성화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세요.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
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3. 백업 설정 창에서 비활성화(Disable)를 선택합니다.
4.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능 비활성화(Disable features)를 선택합니다.
AWS Backup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활 수 없는 경우 AWS 관리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 할 수 있습
니다.

온디맨드 백업
DynamoDB 테이블의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세요.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
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3. [Create backup]을 선택합니다.
4. 표시된 드롭다운 메뉴에서 온디맨드 백업 생성(Create an on-demand backup)을 선택합니다.
5. 웜 스토리지 및 기타 기본 기능을 사용하여 AWS Backup에서 관리하는 백업을 생성하려면 기본 설정
(Default Settings)을 선택합니다. 콜드 스토리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백업을 생성하거나 AWS Backup 대신
에 DynamoDB 기능을 사용하여 백업을 생성하려면 설정 사용자 지정(Customize settings)을 선택합니다.
대신 이전 DynamoDB 기능을 사용하여 이 백업을 생성하려면 설정 사용자 지정(Customize settings)을 선
택한 다음 DynamoDB를 사용하여 백업(Backup with DynamoDB)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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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정을 완료한 후 백업 생성(Create backup)을 선택합니다.

예약한 백업
백업을 예약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세요.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
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3. 표시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AWS Backup로 백업 예약(Schedule backups with)을 선택합니다.
4. 그러면 AWS Backup으로 이동하여 백업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백업 복사
현재 백업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백업을 여러 AWS 계정 또는 AWS 리전으로 복사하거나 예
약된 백업 계획의 일부로 자동 복사할 수 있습니다. Amazon DynamoDB Encryption Client에 대한 교차 계정
및 리전 간 복사본의 시퀀스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 리전 복제는 프로덕션 데이터로부터 최소 거리에 백업을 저장해야 하는 비즈니스 연속성 또는 규정 준
수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교차 계정 백업은 백업을 운영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조직의 하나 이상의 AWS 계정에 안전하게 복사하는 데
유용합니다. 원본 백업이 실수로 삭제된 경우 대상 계정에서 소스 계정으로 백업을 복사한 다음 복원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Organizations 서비스에서 동일한 조직에 속하는 2개의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복사본은 소스 백업의 구성을 상속합니다. 단, 새 복사본이 ‘절대’ 만료되지 않음으
로 지정하는 경우 예외입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새 복사본은 여전히 원본 만료 날짜를 상속합니다. 새 백
업 복사본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소스 백업이 만료되지 않도록 설정하거나 새 복사본을 만든 후 100년 후
에 만료되도록 지정합니다.

Note
다른 계정으로 복사하는 경우 먼저 해당 계정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백업을 복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
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3. 복사할 백업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복사할 백업이 회색으로 표시되면 AWS Backup의 고급 기능을 사용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새 백
업을 생성합니다. 이제 이 새 백업을 다른 리전 및 계정에 복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른 새 백업을 복사
할 수 있습니다.
4. Copy(복사)를 선택합니다.
5. 백업을 다른 계정 또는 리전에 복사하려면 복구 지점을 다른 대상에 복사(Copy the recovery point to
another destination)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계정의 다른 리전으로 복사할지 아니면 다른
리전의 다른 계정으로 복사할지 선택합니다.

Note
백업을 다른 리전 또는 계정으로 복원하려면 먼저 해당 리전 또는 계정에 백업을 복사해야 합니
다.
6. 파일을 복사하려는 볼트를 선택합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새 백업 볼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7. 백업 복사(Copy backup)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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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Backup에서 DynamoDB 테이블의 백업 복원
이 섹션에서는 AWS Backup에서 DynamoDB 테이블의 백업을 복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AWS Backup에서 DynamoDB 테이블 복원 (p. 635)
• DynamoDB 테이블을 다른 리전 또는 계정으로 복원 (p. 635)

AWS Backup에서 DynamoDB 테이블 복원
AWS Backup에서 DynamoDB 테이블을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
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Tables]를 선택합니다.
3. 백업 탭을 선택합니다.
4. 복원할 이전 백업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복원(Restore)을 선택합니다. 백업에서 테이블 복원(Restore table from backup)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새로 복원된 테이블의 이름, 이 새 테이블에 포함할 암호화, 복원을 암호화할 키 및 기타 옵션을 입력합니
다.
7. 작업을 마쳤으면 복원(Restore)을 선택합니다.
8. 복원 요청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테이블 복원 진행 상황을 보려면 세부 정보 보
기(View details)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AWS Backup 콘솔로 이동하여 작업 진행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을 다른 리전 또는 계정으로 복원
DynamoDB 테이블을 다른 리전 또는 계정으로 복원하려면 먼저 백업을 새 리전 또는 계정에 복사해야 합니
다. 다른 계정으로 복사하려면 먼저 해당 계정에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DynamoDB 백업을 새 리전 또는
계정에 복사한 후에는 이전 섹션의 프로세스를 통해 복원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백업 삭제
이 섹션에서는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백업을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WS 백업 기능 통해 생성된 DynamoDB 백업은 AWS 백업 볼트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백업을 삭제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세요.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
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3. 다음 화면에서 AWS 백업 계속(Continue to Backup)을 선택합니다.
이제 AWS 백업 콘솔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용 노트
이 섹션에서는 AWS Backup으로 관리되는 온디맨드 백업과 DynamoDB에서 관리되는 온디맨드 백업의 기
술적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635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백업 사용

AWS Backup에는 DynamoDB와 다른 워크플로와 동작이 있습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암호화 - AWS Backup 계획을 통해 생성된 백업은 AWS Backup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키로 암호화된 볼트에
저장됩니다. 볼트에는 추가 보안을 위한 액세스 제어 정책이 있습니다.
백업 ARN - AWS Backup에서 생성된 백업 파일에는 이제 AWS Backup ARN이 부여되며, 이는 사용자 권한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백업 리소스 이름(ARN)이 arn:aws:dynamodb에서 arn:aws:backup으로
변경됩니다.
백업 삭제 - AWS Backup을 통해 생성된 백업은 AWS Backup 볼트에서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콘솔에서 가져온 AWS Backup 파일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백업 프로세스 - DynamoDB 백업과 달리 AWS Backup을 통해 생성된 백업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
니다.
결제 - AWS Backup 기능을 사용하는 DynamoDB 테이블 백업은 AWS Backup에서 청구됩니다.
IAM 역할 - IAM 역할을 통해 액세스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새로운 권한으로 새 IAM 역할을 구성해야
합니다.
"dynamodb:StartAwsBackupJob",
"dynamodb:RestoreTableFromAwsBackup"

dynamodb:StartAwsBackupJob은 AWS Backup 기능을 사용하는 백업에 필요하고
dynamodb:RestoreTableFromAwsBackup은 AWS Backup 기능으로 만든 백업에서 복원하는 데 필요합
니다.
전체 IAM 정책에서 이러한 권한을 보려면 IAM 사용의 예제 8을 참조하세요.

DynamoDB 백업 및 복원 사용
Amazon DynamoDB는 독립형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AWS 백업 사용 여
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온디맨드 백업 기능을 사용하면 테이블의 전체 백업을 생성하여 규정 준수 요건에 맞도록 장기
간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 콘솔에서 클릭 한 번으로 또는 단일 API 호출을 사용하여 언제든
지 테이블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실행해도 테이블 성능이나 가용성에
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콘솔,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AWS CLI)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테이블 백업 (p. 638) 섹션을 참조하세요.
백업에서 테이블을 복원하는 방법은 백업에서 DynamoDB 테이블 복원 (p. 64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백업 및 복원: 작동 방
식
DynamoDB 온디맨드 백업 기능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의 전체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AWS 백업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DynamoDB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
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백업
DynamoDB에서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요청의 타임 마커가 카탈로그화됩니다. 백업은 마
지막 전체 테이블 스냅샷에 대한 요청 시간까지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비동기식으로 생성됩니다.
DynamoDB 백업 요청은 즉시 처리되며 몇 분 내에 복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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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할 때마다 전체 테이블 데이터가 백업됩니다. 수행할 수 있는 온디맨드 백업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DynamoDB의 모든 백업은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사용하지 않고 작동합니다.
DynamoDB 백업은 항목에 걸쳐 인과 관계의 일관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백업의 업데이트 간 간격은 보통
1초 미만입니다.
백업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백업 작업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합니다.
• 백업의 원본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 테이블에 대한 백업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테이블에서 백업을 비활성화합니다.
예약 스크립트 및 정리 작업을 생성하지 않으려면 AWS Backup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일정
및 보존 정책을 사용하여 백업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은 백업을 실행하고 만료되면 삭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ackup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 Backup 외에도 AWS Lambda 기능을 사용하여 정기적인 백업이나 향후 백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 Amazon DynamoDB 온디맨드 백업 예약을 위한 서버리스 솔루션을 참조하세
요.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AWS Backup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백업은 Backup type(백업 유형)이 AWS로 설정
되어 Backups(백업) 탭에 나열됩니다.

Note
Backup type(백업 유형)이 AWS로 표시된 백업은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백업을 관리하려면 AWS Backup 콘솔을 사용합니다.
백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DynamoDB 테이블 백업 (p. 63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복원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테이블을 복원합니다. DynamoDB 백업에서 전체 테이
블 복원을 수행하거나 대상 테이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원을 수행할 때 다음 테이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GSI)
• 로컬 보조 인덱스(LSI)
• 결제 모드
• 프로비저닝된 읽기 및 쓰기 용량
• 암호화 설정

Important
전체 테이블 복원을 수행할 때 대상 테이블은 백업이 요청된 시점에 기록된 대로, 원본 테이블과 동
일하게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 및 쓰기 용량 단위로 설정됩니다. 복원 프로세스는 로컬 보조
인덱스와 글로벌 보조 인덱스도 복원합니다.
또한 복원된 테이블이 백업이 속하는 리전과 다른 리전에 생성되도록 AWS 리전 간에 DynamoDB 테이블 데
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AWS 커머셜 리전, AWS 중국 리전 및 AWS GovCloud(미국) 리전 간에 교차 리
전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스 리전에서 전송한 데이터와 대상 리전의 새 테이블로 복원하는 데 사용된
리소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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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복원된 테이블에 일부 또는 전체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한 경우 복원이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복원된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Auto Scaling 정책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
•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경보
• 태그
• 스트림 설정
• Time To Live(TTL) 설정
전체 테이블 데이터만 백업에서 새 테이블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테이블은 활성 상태가 된 이후에만
쓸 수 있습니다.

Note
복원 작업 중에는 기존 테이블을 덮어쓸 수 없습니다.
서비스 지표에는 고객 테이블 복원의 95%가 1시간 이내에 완료된다고 표시됩니다. 그러나 복원 시간은 테이
블 구성(예: 테이블 크기 및 기본 파티션 수) 및 기타 관련 변수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재해 복구를 계획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평균 복원 완료 시간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이러한 시간이 전체 복구 시간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복원을 수행하는 방법은 백업에서 DynamoDB 테이블 복원 (p. 64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제어에 IAM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백업 및 복원에 IAM 사
용 (p. 645) 섹션을 참조하세요.
모든 백업 및 복원 콘솔 작업과 API 작업이 로깅, 연속 모니터링 및 감사를 위해 AWS CloudTrail에 캡처되고
기록됩니다.

DynamoDB 테이블 백업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콘솔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백업하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테이블 백업 생성(콘솔) (p. 638)
• 테이블 백업 생성(AWS CLI) (p. 639)

테이블 백업 생성(콘솔)
다음 단계에 따라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기존 Music 테이블에 대해 이름이
MusicBackup인 백업을 생성합니다.

테이블 백업을 생성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Music 테이블의 Backups(백업) 탭에서 Create backup(백업 생성)을 선택합니다.
•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reate backup]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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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이블 이름이 Music인지 확인하고 백업 이름으로 MusicBackup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Create]를
선택하여 백업을 생성합니다.

Note
탐색 창의 [Backups] 섹션을 사용하여 백업을 생성하는 경우, 테이블이 자동으로 미리 선택되
어 있지 않습니다. 백업에 대한 원본 테이블 이름을 수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백업 상태는 백업이 생성되는 동안 [Creating]으로 설정되며, 백업이 완료되면 백업 상태가 Available로
바뀝니다.

테이블 백업 생성(AWS CLI)
다음 단계에 따라 AWS CLI를 사용하여 기존 Music 테이블에 대한 백업을 생성합니다.

테이블 백업을 생성하려면
•

Music 테이블에 대해 이름이 MusicBackup인 백업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backup --table-name Music \
--backup-name MusicBackup

백업 상태는 백업이 생성되는 동안 CREATING으로 설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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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Details": {
"BackupName": "MusicBackup",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backup/01489602797149-73d8d5bc",
"BackupStatus": "CREATING",
"BackupCreationDateTime": 1489602797.149
}
}

백업이 완료되면 BackupStatus가 AVAILABLE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대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면
describe-backup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전 단계의 출력에서 또는 list-backups 명령을 사용하여
backup-arn의 입력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describe-backup \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backup/01489173575360b308cd7d

백업을 추적하기 위해 list-backups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CREATING 또는 AVAILABLE
상태에 있는 모든 백업을 나열합니다.
aws dynamodb list-backups

list-backups 명령과 describe-backup 명령은 백업의 원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
니다.

백업에서 DynamoDB 테이블 복원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콘솔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백업에
서 테이블을 복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e
AWS CLI를 사용하려면 먼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액세스 (p. 57) 섹션을
참조하세요.
주제
• 백업에서 테이블 복원(콘솔) (p. 640)
• 백업에서 테이블 복원(AWS CLI) (p. 643)

백업에서 테이블 복원(콘솔)
다음 절차는 Music 자습서에서 만든 MusicBackup 파일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백업 (p. 638) 테
이블을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Note
이 절차는 MusicBackup 파일을 사용하여 이를 복원하기 전에 Music 테이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가정합니다.

백업에서 테이블을 복원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3.

백업 목록에서 MusicBackup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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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원(Restore)을 선택합니다.

5.

Music을 새 테이블 이름으로 입력합니다. 백업 이름과 기타 백업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Restore
table]을 선택하여 복원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Note
테이블을 동일한 AWS 리전 또는 백업이 속하는 리전과 다른 리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새로
복원된 테이블에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암호화 모드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백업에서 복원된 테이블은 항상 DynamoDB Standard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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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는 테이블은 상태가 [Creating]으로 표시됩니다. 복원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Music 테이블의 상태
가 Active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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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에서 테이블 복원(AWS CLI)
다음 단계에 따라 AWS CLI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백업 (p. 638) 자습서에서 만든
MusicBackup을 이용해 Music 테이블을 복원합니다.

백업에서 테이블을 복원하려면
1. list-backups 명령을 사용하여 복원하려는 백업을 확인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MusicBackup를 사용
합니다.
aws dynamodb list-backups

백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describe-backup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전 단계의 backup-arn에
서 입력을 볼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describe-backup \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backup/01489173575360b308cd7d

2. 백업에서 테이블을 복원합니다. 이 경우 MusicBackup은 Music 테이블을 동일한 AWS 리전으로 복원합
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from-backup \
--target-table-name Music \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backup/01489173575360b308cd7d

3. 사용자 지정 테이블 설정을 통해 백업에서 테이블을 복원합니다. 이 경우 MusicBackup은 Music 테이블
을 복원하고 복원된 테이블의 암호화 모드를 지정합니다.

Note
sse-specification-override 파라미터는 CreateTable 명령에 사용된 ssespecification-override 파라미터와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의 암호화된 테이블 관리 (p. 107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dynamodb restore-table-from-backup \
--target-table-name Music \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backup/01581080476474e177ebe2 \
--sse-specification-override Enabled=true,SSEType=KMS,KMSMasterKeyId=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테이블을 백업이 속하는 다른 AWS 리전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Note
• 이 sse-specification-override 파라미터는 교차 리전 복원에는 필수지만 원본 테이블
과 동일한 리전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 명령줄에서 교차 리전 복원을 수행할 때는 기본 AWS 리전을 원하는 대상 리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의 명령줄 옵션을 참조하세
요.
aws dynamodb restore-table-from-backup \
--target-table-name Music \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backup/01581080476474e177ebe2 \
--sse-specification-override Enabled=true,SSEType=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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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테이블에 대한 결제 모드와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from-backup \
--target-table-name Music \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backup/01489173575360b308cd7d \
--billing-mode-override PAY_PER_REQUEST

복원된 테이블에 일부 또는 전체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할 수 있습니다.

Note
복원된 테이블에 일부 또는 전체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경우 복원이 보다 빠
르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from-backup \
--target-table-name Music \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backup/01581081403719db9c1f91 \
--global-secondary-index-override '[]' \
--sse-specification-override Enabled=true,SSEType=KMS

Note
제공된 보조 인덱스는 기존 인덱스와 일치해야 합니다. 복원 시 새 인덱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재정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일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동
시에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from-backup \
--target-table-name Music \
--backup-arn arn:aws:dynamodb:eu-west-1:123456789012:table/Music/
backup/01581082594992-303b6239 \
--billing-mode-override PROVISIONED \
--provisioned-throughput-override ReadCapacityUnits=100,WriteCapacityUnits=100 \
--global-secondary-index-override IndexName=singersindex,KeySchema=["{AttributeName=SingerName,KeyType=HASH}"],Projection="{ProjectionType=KEYS_ONLY}",P
\
--sse-specification-override Enabled=true,SSEType=KMS

복원을 확인하려면 describe-table 명령을 사용하여 Music 테이블을 명시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Music

백업에서 복원하는 테이블은 상태가 [Creating]으로 표시됩니다. 복원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Music 테이블의
상태가 Active로 변경됩니다.

Important
복원 진행 중에는 IAM 역할 정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그럴 경우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복원 중에 쓰기 권한을 삭제할 경우, 기본
RestoreTableFromBackup 작업에서, 복원된 데이터를 테이블에 쓸 수 없게 됩니다.
복원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IAM 역할 정책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도 됩니다.
대상 복원 테이블에 액세스하기 위한 소스 IP 제한 관련 IAM 정책에서는 aws:ViaAWSService 키
를 false로 설정하여 해당 제한이 보안 주체가 직접 수행한 요청에만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러지 않으면 복원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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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관리형 키 또는 고객 관리형 키로 백업이 암호화된 경우, 복원이 진행되는 동안 키를 비활성화
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복원에 실패합니다.
복원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원된 테이블에 암호화된 키를 변경하거나 이전 키를 비활성화 또는 삭
제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 백업 삭제
이 단원에서는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 백업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AWS CLI를 사용하고 싶다면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I 사용 (p. 58) 섹션을
참조하세요.
주제
• 테이블 백업 삭제(콘솔) (p. 645)
• 테이블 백업 삭제(AWS CLI) (p. 645)

테이블 백업 삭제(콘솔)
다음 절차는 콘솔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백업 (p. 638) 자습서에서 생성한 MusicBackup을 삭제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백업을 삭제하려면
1.
2.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Backups]를 선택합니다.

3.

백업 목록에서 MusicBackup을 선택합니다.

4.

삭제를 선택합니다. delete를 입력하고 삭제(Delete)를 클릭하여 백업을 삭제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테이블 백업 삭제(AWS CLI)
다음은 AWS CLI를 사용하여 기존 Music 테이블의 백업을 삭제하는 예제입니다.
aws dynamodb delete-backup \
--backup-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backup/01489602797149-73d8d5bc

DynamoDB 백업 및 복원에 IAM 사용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일부 리소스에 대한 Amazon DynamoDB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CreateBackup 및 RestoreTableFromBackup API는 테이블 단위로 작
동합니다.
DynamoDB에서 IAM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사용 (p. 108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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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DynamoDB에서 특정 백업 및 복원 기능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IAM 정책의 예입니다.

예 1: CreateBackup 및 RestoreTableFromBackup 작업 허용
다음 IAM 정책은 모든 테이블에서 CreateBackup 및 RestoreTableFromBackup DynamoDB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CreateBackup",
"dynamodb:RestoreTableFromBackup",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BatchWriteItem"
],
"Resource": "*"
}
]

Important
소스 백업에는 DynamoDB RestoreTableFromBackup 권한이 필요하며, 복원 기능을 위해서는 대상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읽기 및 쓰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소스 테이블에는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권한이 필요하며, 복원 기능을 위해서는
대상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읽기 및 쓰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예 2: CreateBackup 허용 및 RestoreTableFromBackup 거부
다음 IAM 정책은 CreateBackup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RestoreTableFromBackup 작업을 거부
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CreateBackup"],
"Resource": "*"
},
{
"Effect": "Deny",
"Action": ["dynamodb:RestoreTableFromBackup"],
"Resource": "*"
}
]

예 3: ListBackups 허용, CreateBackup과 RestoreTableFromBackup 거부
다음 IAM 정책은 ListBackups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CreateBackup 및
RestoreTableFromBackup 작업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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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ListBackups"],
"Resource": "*"
},
{
"Effect": "Deny",
"Action": [
"dynamodb:CreateBackup",
"dynamodb:RestoreTableFromBackup"
],
"Resource": "*"
}
]

예 4: ListBackups 허용 및 DeleteBackup 거부
다음 IAM 정책은 ListBackups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DeleteBackup 작업을 거부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ListBackups"],
"Resource": "*"
},
{
"Effect": "Deny",
"Action": ["dynamodb:DeleteBackup"],
"Resource": "*"
}
]

예 5: 모든 리소스에 대해 RestoreTableFromBackup 및 DescribeBackup 허용, 특
정 백업에 대해 DeleteBackup 거부
다음 IAM 정책은 특정 백업 리소스에 대해 RestoreTableFromBackup 및 DescribeBackup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DeleteBackup 작업을 거부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Backup",
"dynamodb:RestoreTableFromBackup",
],
"Resource":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backup/01489173575360-b308cd7d"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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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on": [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BatchWriteItem"
],
"Resource": "*"

"Effect": "Deny",
"Action": [
"dynamodb:DeleteBackup"
],
"Resource":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backup/01489173575360-b308cd7d"
}
]
}

Important
소스 백업에는 DynamoDB RestoreTableFromBackup 권한이 필요하며, 복원 기능을 위해서는 대상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읽기 및 쓰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소스 테이블에는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권한이 필요하며, 복원 기능을 위해서는
대상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읽기 및 쓰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예 6: 특정 테이블에 대해 CreateBackup 허용
다음 IAM 정책은 Movies 테이블에서만 CreateBackup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CreateBackup"],
"Resource": [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ovies"
]
}
]

예 7: ListBackups 허용
다음 IAM 정책은 ListBackups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dynamodb:ListBackups"],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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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특정 테이블에서 ListBackups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예제 8: AWS Backup 기능에 액세스 허용
고급 기능이 포함된 성공적인 백업을 위해서는 StartAwsBackupJob 작업에 대한 API 권한이 필요하고 해
당 백업을 성공적으로 복원하려면 dynamodb:RestoreTableFromAwsBackup 작업에 대한 API 권한이 필
요합니다.
다음 IAM 정책은 AWS Backup에 고급 기능 및 복원을 사용하여 백업을 트리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
다. 또한 테이블이 암호화된 경우 정책에서 AWS KMS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escribeQueryScanBooksTable",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StartAwsBackupJob",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Query",
"dynamodb:Scan"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account-id:table/Books"
},
{
"Sid": "AllowRestoreFromAwsBackup",
"Effect": "Allow",
"Action": ["dynamodb:RestoreTableFromAwsBackup"],
"Resource": "*"
},
]

예제 9: 특정 소스 테이블에 대한 RestoreTableToPointInTime 거부
다음 IAM 정책은 특정 소스 테이블에 대한 RestoreTableToPointInTime 작업 권한을 거부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Deny",
"Action": [
"dynamodb:RestoreTableToPointInTime"
],
"Resource":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
]

예제 10: 특정 소스 테이블의 모든 백업에 대한 RestoreTableFromBackup 거부
다음 IAM 정책은 특정 소스 테이블의 모든 백업에 대한 RestoreTableToPointInTime 작업 권한을 거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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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
{
"Effect": "Deny",
"Action": [
"dynamodb:RestoreTableFromBackup"
],
"Resource":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backup/*"
}
]

DynamoDB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하거나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사용한 연속 백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백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사
용 (p. 62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사용하면 우발적인 쓰기 또는 삭제 작업으로부터 DynamoDB 테이블을 보호할 수 있
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설정해 두면 온디맨드 백업의 생성, 유지 관리, 예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
다. 테스트 스크립트가 프로덕션 DynamoDB 테이블에 우발적으로 데이터를 쓴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
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설정되어 있으면 최근 35일 중 원하는 시점으로 테이블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테이블의 증분식 백업을 관리합니다.
또한 특정 시점 작업은 성능이나 API 지연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시점으로 복구:
작동 방식 (p. 650)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 프로세스는 새 테이블로 복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 (p. 652)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리전의 가용성과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주제
• 특정 시점으로 복구: 작동 방식 (p. 650)
•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시작하기 전 (p. 652)
• DynamoDB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 (p. 652)

특정 시점으로 복구: 작동 방식
Amazon DynamoDB의 PITR(특정 시점으로 복구)을 통해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DynamoDB에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략히 살펴봅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 활성화
AWS Management Console,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특
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활성화되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 기능
을 끌 때까지 지속적으로 백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 (p. 652) 섹
션을 참조하세요.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한 뒤에는 EarliestRestorableDateTime과
LatestRestorableDateTime 사이의 원하는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LatestRestorableDateTime은 일반적으로 현재 시간으로부터 5분 전입니다.

Note
특정 시점으로 복구 프로세스는 항상 새 테이블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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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사용하여 테이블 복원
EarliestRestorableDateTime의 경우, 최근 35일 중 원하는 시점으로 테이블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보
존 기간은 35일(5주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계정에서 원하는 수의 사용자가 복원 유
형과 상관없이 최대 네 개의 복원을 동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비활성화했다가 나중에 테이블에서 다시 활성화하면 해당 테이블을 복구할
수 있는 시작 시간이 재설정됩니다. 따라서 LatestRestorableDateTime을 사용해서 해당 테이
블을 즉시 복원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사용해서 복원하는 경우, DynamoDB는 선택한 날짜와 시간
(day:hour:minute:second)을 기준으로 테이블 데이터를 해당 상태로 복원합니다.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테이블을 복원합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사용한 전
체 테이블 복원을 수행하거나 대상 테이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테이블에서 다음 테이블 설정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GSI)
• 로컬 보조 인덱스(LSI)
• 결제 모드
• 프로비저닝된 읽기 및 쓰기 용량
• 암호화 설정

Important
전체 테이블 복원을 수행할 때 대상 테이블은 백업이 요청되었을 때 원본 테이블과 동일하게 프로비
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 및 쓰기 용량 단위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이 최근에 읽기 용량 단위 50 및 쓰기 용량 단위 50으로 낮춰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테이블의 상
태를 3주 전으로 복원합니다. 당시에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은 읽기 용량 단위 100 및 쓰기 용량 단위
10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DynamoDB는 해당 시점에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throughput)
(100 읽기 용량 단위 및 100 쓰기 용량 단위)으로 테이블 데이터를 해당 시점으로 복원합니다.
또한 복원된 테이블이 원본 테이블이 속하는 리전과 다른 리전에 생성되도록 AWS 리전 간에 DynamoDB 테
이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AWS 커머셜 리전, AWS 중국 리전 및 AWS GovCloud(미국) 리전 간에
교차 리전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스 리전에서 전송한 데이터와 대상 리전의 새 테이블로 복원하는 데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Note
원본 또는 대상 리전이 아시아 태평양(홍콩) 또는 중동(바레인)인 경우 교차 리전 복원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복원된 테이블에 일부 또는 전체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경우 복원이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
일 수 있습니다.
복원된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Auto Scaling 정책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
•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경보
• 태그
• 스트림 설정
• Time To Live(TTL)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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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점으로 복구 설정
테이블 복원에 걸리는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시점으로의 복원에 걸리는 시간은 반드시 테
이블 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는 복원 (p. 637)을 참조하십시오.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활성화된 테이블 삭제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활성화된 테이블을 삭제하면 DynamoDB는 시스템 백업이라는 백업을 자동
으로 생성하고 35일 동안 유지합니다(추가 비용 없음). 시스템 백업을 사용하면 삭제된 테이블을 삭
제 시점 바로 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 백업은 표준 이름 지정 규칙인 tablename$DeletedTableBackup을 따릅니다.

Note
테이블을 삭제하면 더 이상 테이블에 액세스하여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시작하기 전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PITR(특정 시점으로 복구)을 활성화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세요.
•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비활성화했다가 나중에 테이블에서 다시 활성화하면 해당 테이블을 복구할 수 있는
시작 시간이 재설정됩니다. 따라서 LatestRestorableDateTime을 사용해서 해당 테이블을 즉시 복원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 전역 테이블의 로컬 복사본 각각에 대해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복원하면
해당 전역 테이블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테이블로 백업이 복원됩니다. 전역 테이블의 2019년 11월 21일 버
전(현재) (p. 305)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원된 테이블에서 새로운 전역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역 테이블: 작동 방식 (p. 305) 섹션을 참조하세요.
• 또한 복원된 테이블이 원본 테이블이 속하는 리전과 다른 리전에 생성되도록 AWS 리전 간에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AWS 커머셜 리전, AWS 중국 리전 및 AWS GovCloud(미국) 리전
간에 교차 리전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스 리전에서 전송한 데이터와 대상 리전의 새 테이블로 복원
하는 데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 AWS CloudTrail은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위해 모든 콘솔 작업과 API 작업을 로깅하여 로깅, 연속 모니터링
및 감사를 활성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p. 1140)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
Amazon DynamoDB의 PITR(특정 시점으로 복구)을 통해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콘솔이나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특정 시
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 프로세스는 새 테이블로 복원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려면 먼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액세스 (p. 57) 섹션을 참조하
세요.
주제
• DynamoDB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콘솔) (p. 652)
•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AWS CLI) (p. 653)

DynamoDB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콘솔)
다음은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Music이라는 기존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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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절차에서는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했다고 가정합니다. Music 테이블에 대해 활성화하
려면 백업(Backups) 탭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PITR)(Point-in-time recovery (PITR)) 섹션에서 편집
(Edit)을 선택한 다음 특정 시점으로 복구 활성화(Enable point-in-time-recovery) 옆의 확인란을 선택
합니다.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Tables]를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Music 테이블에 있는 백업(Backups) 탭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PITR)(Point-in-time recovery (PITR)) 섹
션에서 복원(Restore)을 선택합니다.

5.

새 테이블 이름에 MusicMinutesAgo를 입력합니다.

Note
테이블을 동일한 AWS 리전 또는 소스 테이블이 속하는 리전과 다른 리전에 복원할 수 있습니
다. 복원된 테이블에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암호화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복원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려면 복원 날짜 및 시간을 가장 빠른 시간(Earliest)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복원(Restore)을 선택하여 복원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복원 중인 테이블은 상태가 복원 중으로 표시됩니다. 복원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MusicMinutesAgo 테
이블의 상태가 Active로 변경됩니다.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AWS CLI)
다음은 AWS CLI를 사용하여 Music이라는 기존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차입
니다.

Note
이 절차에서는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Music 테이
블에 대해 이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aws dynamodb update-continuous-backups \
--table-name Music \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ointInTimeRecoveryEnabled=True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려면
1.

describe-continuous-backups 명령으로 Music 테이블에 대해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활성화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continuous-backups \
--table-name Music

연속 백업(테이블 생성 시 자동으로 활성화) 및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

"ContinuousBackups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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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ointInTimeRecoveryDescription": {
"PointInTimeRecoveryStatus": "ENABLED",
"EarliestRestorableDateTime": 1519257118.0,
"LatestRestorableDateTime": 1520018653.01
},
"ContinuousBackupsStatus": "ENABLED"

테이블을 특정 시점으로 복원합니다. 이 경우 Music 테이블은 동일한 AWS 리전의
LatestRestorableDateTime(~5분 전)으로 복원됩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
--source-table-name Music \
--target-table-name MusicMinutesAgo \
--use-latest-restorable-time

Note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restore-date-time 인수를 사용하여 명
령을 실행하고 타임스탬프를 지정합니다. 최근 35일 중 원하는 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다음 명령은 테이블을 EarliestRestorableDateTime으로 복원합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
--source-table-name Music \
--target-table-name MusicEarliestRestorableDateTime \
--no-use-latest-restorable-time \
--restore-date-time 1519257118.0

원한다면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때 --no-use-latest-restorable-time 인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지정 테이블 설정을 통해 특정 시점으로 테이블을 복원합니다. 이 경우 Music 테이블은
LatestRestorableDateTime(~5분 전)으로 복원됩니다.
다음과 같이 복원된 테이블에 다른 암호화 모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sse-specification-override 파라미터는 CreateTable 명령에 사용된 ssespecification-override 파라미터와 동일한 값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의 암호화된 테이블 관리 (p. 107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
--source-table-name Music \
--target-table-name MusicMinutesAgo \
--use-latest-restorable-time \
--sse-specification-override Enabled=true,SSEType=KMS,KMSMasterKeyId=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테이블을 소스 테이블이 속하는 리전과 다른 AWS 리전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Note
• sse-specification-override 파라미터는 교차 리전 복원에는 필수지만 소스 테이블과
동일한 리전으로 복원하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 교차 리전 복원에는 source-table-arn 파라미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 명령줄에서 교차 리전 복원을 수행할 때는 기본 AWS 리전을 원하는 대상 리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의 명령줄 옵션을 참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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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
--source-table-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Music \
--target-table-name MusicMinutesAgo \
--use-latest-restorable-time \
--sse-specification-override Enabled=true,SSEType=KMS,KMSMasterKeyId=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복원된 테이블에 대한 결제 모드와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
--source-table-name Music \
--target-table-name MusicMinutesAgo \
--use-latest-restorable-time \
--billing-mode-override PAY_PER_REQUEST

복원된 테이블에 일부 또는 전체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할 수 있습니다.

Note
복원된 새 테이블에 일부 또는 전체 보조 인덱스가 생성되지 않도록 제외하는 경우 복원이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
--source-table-name Music \
--target-table-name MusicMinutesAgo \
--use-latest-restorable-time \
--global-secondary-index-override '[]'

다른 재정의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일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동시에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restore-table-to-point-in-time \
--source-table-name Music \
--target-table-name MusicMinutesAgo \
--billing-mode-override PROVISIONED \
--provisioned-throughput-override ReadCapacityUnits=100,WriteCapacityUnits=100 \
--global-secondary-index-override IndexName=singersindex,KeySchema=["{AttributeName=SingerName,KeyType=HASH}"],Projection="{ProjectionType=KEYS_ONLY}"
\
--sse-specification-override Enabled=true,SSEType=KMS \
--use-latest-restorable-time

복원을 확인하려면 describe-table 명령을 사용하여 MusicEarliestRestorableDateTime 테이블
을 명시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table --table-name MusicEarliestRestorableDateTime

복원 중인 테이블은 상태가 생성 중이 되고, 복원 진행 중에 true가 표시됩니다. 복원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MusicEarliestRestorableDateTime 테이블의 상태가 Active로 변경됩니다.

Important
복원을 진행하는 동안 IAM 엔터티(예: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복원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복원 중에 테이블에 대한 쓰기 권한을 삭제한다고 가
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RestoreTableToPointInTime 작업에서 복원된 데이터를 해당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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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없게 됩니다. 대상 복원 테이블에 액세스하기 위한 소스 IP 제한 관련 IAM 정책은 유사한 문제
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복원 작업이 완료되어야 권한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65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Accelerator(DAX)를 통한
인 메모리 가속화
Amazon DynamoDB는 규모와 성능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DynamoDB 응답 시간은 한 자릿
수 밀리초 단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초 단위의 응답시간이 필요한 특정 사용 사례가 있습
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의 경우 DynamoDB Accelerator(DAX)는 최종적 일관된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DAX는 DynamoDB와 호환되는 캐싱 서비스로 까다로운 애플리케이션에서 빠른 인 메모리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DAX는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에 대응합니다.
1. DAX는 인 메모리 캐시로서 최종적 일관된 읽기 워크로드의 응답 시간을 한 자릿수 밀리초에서 마이크로
초까지 대폭 줄여줍니다.
2. DAX는 DynamoDB와 API 호환되는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및 애플리케이션 복잡성을 줄여줍니
다. 따라서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변경만 필요합니다.
3. 읽기 중심적이거나 일정 시간에 사용량이 급증하는 워크로드의 경우 DAX는 읽기 용량 단위를 오버프로비
저닝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여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고 잠재적 운영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특
히 개별 키를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
DAX는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유휴 시 암호화를 통해 DAX에 의해 디스크에 유지되는 데이터가 암호
화됩니다. DAX는 기본 노드에서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변경 사항을 전파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디스크에 데
이터를 작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745)을 참조하십시오.
DAX는 전송 중 암호화도 지원하여 애플리케이션과 클러스터 간의 모든 요청 및 응답이 TLS(전송 수준 보안)
로 암호되고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은 클러스터 x509 인증서 확인을 통해 인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DAX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p. 748)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DAX 사용 사례 (p. 658)
• DAX 사용 참고 사항 (p. 658)
• DAX: 작동 방식 (p. 659)
• DAX 클러스터 구성 요소 (p. 662)
• DAX 클러스터 생성 (p. 666)
• DAX 및 DynamoDB 정합성 모델 (p. 674)
• DynamoDB Accelerator(DAX) 클라이언트로 개발 (p. 680)
• DAX 클러스터 관리 (p. 713)
• DAX 모니터링 (p. 719)
• DAX T3/T2 버스트 가능 인스턴스 (p. 734)
• DAX 액세스 제어 (p. 735)
•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745)
• DAX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p. 748)
•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IAM 역할 사용 (p. 748)
• AWS 계정 간 DAX 액세스 (p. 751)
• DAX 클러스터 크기 조정 안내서 (p. 758)
• DAX API 참조 (p.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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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 사용 사례
DAX는 DynamoDB 테이블의 최종적 일관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대기 시간이 거의 없이 제공합니
다. 다중 AZ DAX 클러스터는 초당 수백만 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DAX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 읽기에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로 실시간 입찰, 소셜 게임, 거
래 애플리케이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DAX는 이러한 사용 사례를 위한 빠른 인 메모리 읽기 성능을 제공
합니다.
• 소수의 항목을 다른 항목보다 더 자주 읽는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인기 많은 상품에 대해 하루 동안 할
인 행사를 진행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 동안 다른 모든 상품에 비해 해당 상
품에 대한 수요(및 DynamoDB의 해당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핫’ 키 및 균일하지 않은 트래픽 분
포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DAX 캐시에 대한 읽기 작업을 오프로드할 수 있습
니다.
• 읽기 집약적이지만 비용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DynamoDB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초당 읽
기 수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읽기 작업이 증가하면 테이블의 할당 읽기 처리량을 추가 비용으로 늘릴 수 있
습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작업을 DAX 클러스터로 오프로드하고 그 밖에 구매해야 할 읽기 용량 단위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대량 데이터 집합에 대해 반복적인 읽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애플리케이
션에서 데이터베이스 리소스를 잠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날씨 데이터를 장기적으
로 분석하는데 DynamoDB 테이블에서 모든 읽기 용량이 일시적으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동일한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DAX를 사용하면
캐시된 데이터에 대한 날씨 분석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DAX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강력한 일관된 읽기가 필요한(또는 최종적 일관된 읽기를 허용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 읽기 작업에 마이크로초 단위의 응답 시간이 요구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읽기 활동을 기본 테이블에서 제
거하지 않아도 되는 애플리케이션.
• 쓰기 집약적이거나 읽기 작업을 많이 수행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
• DynamoDB와 다른 캐싱 솔루션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해당 캐싱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 자체 클라이언
트 측 로직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DAX 사용 참고 사항
• DAX를 사용할 수 있는 AWS 리전 목록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 DAX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AWS 제공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Go, Java, Node.js, Python 및 .NET
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 DAX는 EC2-VPC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AX 클러스터 서비스 역할 정책은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dynamodb:DescribeTable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 DAX 클러스터는 저장한 항목의 속성 이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무기한
유지됩니다(해당 항목이 만료되거나 캐시에서 제거된 이후에도). 무한한 수의 속성 이름을 사용하는 애플
리케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DAX 클러스터에서 메모리 부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최
상위 속성 이름에만 적용되며 중첩 속성 이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최상위 속성 이름의 예
에는 타임스탬프, UUID 및 세션 ID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속성 이름에만 적용되며 해당 값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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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123,
"Title": "Bicycle 123",
"CreationDate": "2017-10-24T01:02:03+00:00"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은 충분한 수가 있으며 타임스탬프가 서로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

}

"Id": 123,
"Title": "Bicycle 123",
"2017-10-24T01:02:03+00:00": "created"

DAX: 작동 방식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환경 내에서 실행되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mazon VPC 서비스는 기존 데이터 센터와 매우 유사한 가상 네트워크를 정의합니다.
VPC를 사용하면 IP 주소 범위,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및 보안 설정을 통제할 수 있습
니다. Amazon VPC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가상 네트워크에서 DAX 클러스터를 시작하고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Note
2013년 12월 4일 이후 AWS 계정을 생성했다면 각 AWS 리전에 기본 VPC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
본 VPC는 별도의 구성 단계를 수행할 필요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기본 VPC 및 기본 서브넷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DAX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합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으면 DAX 클러스
터가 기본 VPC 내에서 실행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Amazon EC2 인스턴스를 Amazon VPC에
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DAX 클라이언트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EC2 인스턴스에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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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타임에 DAX 클라이언트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DynamoDB API 요청을 DAX 클러스터로 보냅니다. DAX
는 이러한 API 결과 중 하나를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ynamoDB로 요
청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DAX 클러스터가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에 반환합니다.
주제
• DAX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 (p. 660)
• 항목 캐시 (p. 661)
• 쿼리 캐시 (p. 661)

DAX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
DAX 클러스터는 하나 이상의 노드로 구성됩니다. 각 노드는 DAX 캐싱 소프트웨어의 자체 인스턴스를 실행
합니다. 노드 중 하나는 클러스터의 기본 노드로 작동하며, 다른 노드(있는 경우)는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작
동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노드 (p. 662)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은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지정하여 DAX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AX 클라이언트 소
프트웨어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와 함께 작동하여 지능적인 로드 밸런싱 및 라우팅을 수행합니다.

읽기 작업
DAX는 다음 API 호출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GetItem
• BatchGetItem
• Query
• Scan
요청에서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기본 동작)를 지정하면 DAX에서 항목 읽기가 시도됩니다.
• DAX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캐시 적중), DAX가 DynamoDB에 액세스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에
항목을 반환합니다.
• DAX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면(캐시 누락), DAX가 요청을 DynamoDB로 전달합니다. DAX는
DynamoDB에서 응답을 수신하면 애플리케이션에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러나 기본 노드의 캐시에도 그 결
과를 기록합니다.

Note
클러스터에 읽기 전용 복제본이 있으면 DAX가 자동으로 이 복제본을 프라이머리 노드와 동기화 상
태로 유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러스터 (p. 663)을 참조하십시오.
요청에서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지정하면 DAX가 해당 요청을 DynamoDB로 전달합니다. DynamoDB에서 나
온 결과는 DAX에 캐시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애플리케이션에 반환되기만 합니다.

쓰기 작업
다음은 "라이트-스루(write-through)"로 간주되는 DAX API 작업입니다.
• BatchWriteItem
• UpdateItem
• DeleteItem
• Put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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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서는 데이터가 먼저 DynamoDB 테이블에 기록된 다음 DAX 클러스터에 기록됩니다. 데이터가 테
이블과 DAX 모두에 기록될 경우에만 작업이 성공합니다.

기타 작업
DAX는 모든 테이블 관리용 DynamoDB 작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예: CreateTable, UpdateTable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DAX를 사용하지 말고 DynamoDB에 직접 액세스해야
합니다.
DAX 및 DynamoDB 일관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X 및 DynamoDB 정합성 모델 (p. 674) 단원을 참조하
세요.
DAX에서 트랜잭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Accelerator(DAX)에서 트랜잭션 API 사
용 (p. 573) 단원을 참조하세요.

요청 속도 제한
DAX로 전송된 요청 수가 노드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DAX는 ThrottlingException을 반환하여 추가 요청을
수락하는 속도를 제한합니다. DAX는 CPU 사용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정상적인 클러스터 상태를 유지하
면서 처리할 수 있는 요청 볼륨을 확인합니다.
DAX가 Amazon CloudWatch에 게시하는 ThrottledRequestCount 지표 (p. 721)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정기적으로 표시되는 경우 클러스터를 확장 (p. 715)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캐시
DAX는 GetItem 및 BatchGetItem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항목 캐시를 유지합니다. 캐시의 항목은
DynamoDB의 최종적 일관된 데이터를 나타내며 기본 키 값에 의해 저장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GetItem 또는 BatchGetItem 요청을 보내면, DAX가 지정된 키 값을 사용하여 항목 캐
시로부터 직접 항목을 읽으려고 시도합니다. 항목이 검색되면(캐시 적중) DAX가 이를 애플리케이션에 즉시
반환합니다. 항목이 검색되지 않으면(캐시 누락) DAX가 요청을 DynamoDB에 보냅니다. DynamoDB는 최종
적으로 일관된 읽기를 사용하여 요청을 처리하고 항목을 DAX에 반환합니다. DAX는 해당 항목을 항목 캐시
에 저장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에 반환합니다.
항목 캐시에는 유지 시간(TTL) 설정이 있으며, 기본값은 5분입니다. DAX는 항목 캐시에 기록하는 모든 항목
에 타임스탬프를 할당합니다. 항목이 TTL 설정보다 오래 캐시에 유지되면 항목이 만료됩니다. 만료된 항목
에 대해 GetItem 요청을 실행하는 경우 캐시 누락으로 간주되어 DAX가 DynamoDB로 GetItem 요청을 보
냅니다.

Note
새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항목 캐시에 TTL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 클
러스터 관리 (p. 713)을 참조하십시오.
DAX는 항목 캐시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음(LRU) 목록도 유지합니다. LRU 목록은 캐시에 항목이
처음 기록된 시간과 캐시로부터 항목이 마지막으로 읽혀진 시간을 추적합니다. 항목 캐시가 가득 차면 DAX
는 새 항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된 항목을 제거합니다(아직 만료되지 않은 항목 포함). LRU 알
고리즘은 항목 캐시에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항목 캐시 TTL 설정으로 0을 지정하는 경우 항목 캐시의 항목이 LRU 제거 또는 ‘라이트-스루’ 작업으로 인해
새로 고쳐집니다.
DAX에서 항목 캐시의 일관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X 항목 캐시 동작 (p. 675) 단원을 참조하세요.

쿼리 캐시
DAX는 Query 및 Scan 작업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쿼리 캐시도 유지합니다. 이 캐시에 있는 항목은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쿼리 및 스캔의 결과 집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결과 집합은 파라미터 값에 의해
저장됩니다.
API 버전 2012-08-10
661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AX 클러스터 구성 요소

애플리케이션에서 Query 또는 Scan 요청을 보내면, DAX가 지정된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쿼리 캐시로
부터 일치하는 결과 집합을 읽으려고 시도합니다. 결과 집합이 검색되면(캐시 적중) DAX가 이를 애플리케
이션에 즉시 반환합니다. 결과 집합이 검색되지 않으면(캐시 누락) DAX가 요청을 DynamoDB에 보냅니다.
DynamoDB는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를 사용하여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 집합을 DAX에 반환합니다. DAX는
결과 집합을 쿼리 캐시에 저장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에 반환합니다.

Note
새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쿼리 캐시의 TTL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 클
러스터 관리 (p. 713)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DAX는 쿼리 캐시에 대한 LRU 목록을 유지합니다. 목록은 캐시에 결과 집합이 처음 기록된 시간과 캐시
로부터 결과가 마지막으로 읽혀진 시간을 추적합니다. 쿼리 캐시가 가득 차면 DAX는 새 결과 집합을 위한 공
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된 결과 집합을 제거합니다(아직 만료되지 않은 집합 포함). LRU 알고리즘은 쿼리
캐시에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쿼리 캐시 TTL 설정으로 0을 지정하면 쿼리 응답이 캐시되지 않습니다.
DAX에서 쿼리 캐시의 일관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X 쿼리 캐시 동작 (p. 677) 단원을 참조하세요.

DAX 클러스터 구성 요소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는 AWS 인프라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단원에
서는 이러한 구성 요소 및 이들이 함께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제
• 노드 (p. 662)
• 클러스터 (p. 663)
• 리전 및 가용성 영역 (p. 663)
• 파라미터 그룹 (p. 664)
• 보안 그룹 (p. 664)
• 클러스터 ARN (p. 664)
•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p. 664)
• 노드 엔드포인트 (p. 664)
• 서브넷 그룹 수 (p. 665)
• 이벤트 (p. 665)
• 유지 관리 기간 (p. 665)

노드
노드는 DAX 클러스터의 가장 작은 빌딩 블록입니다. 각 노드는 DAX 소프트웨어의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캐
시된 데이터의 단일 복제본을 유지합니다.
DAX 클러스터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하는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하면 클러스터의 전체 읽기 처리량이 증가합니다.
• 대형 노드 유형을 사용하는 방법. 대형 노드 유형은 용량이 더 크며 처리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드 유형으로 새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클러스터 내 모든 노드는 노드 유형이 동일하며, 동일한 DAX 캐싱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이용 가능한 노
드 유형의 목록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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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클러스터는 DAX가 단위로 관리하는 하나 이상 노드의 논리적 그룹입니다. 클러스터의 노드 중 하나는 기본
노드로 지정되며, 다른 노드들(있는 경우)은 읽기 전용 복제본이 됩니다.
기본 노드는 다음을 담당합니다.
• 캐시된 데이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요청 이행
• DynamoDB에 대한 쓰기 작업 처리
• 클러스터의 제거 정책에 따라 캐시에서 데이터 제거.
프라이머리 노드의 캐시된 데이터가 변경되면 DAX가 변경 사항을 모든 읽기 전용 복제본 노드에 전파합니
다.
읽기 전용 복제본은 다음을 담당합니다.
• 캐시된 데이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요청 이행
• 클러스터의 제거 정책에 따라 캐시에서 데이터 제거.
하지만 프라이머리 노드와 달리 읽기 전용 복제본은 DynamoDB에 쓰지 않습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역할을 추가로 수행합니다.
• 확장성. 동시 액세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가 많은 경우 읽기 확장을 위해 복제본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DAX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균일하게 로드를 분산합니다. (처리량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더 큰 캐시
노드 유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고가용성. 프라이머리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DAX가 자동으로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장애 조치하고 이
를 새로운 프라이머리 노드로 지정합니다. 복제본 노드가 실패하면 실패한 노드가 복구될 때까지 DAX 클
러스터의 다른 노드가 계속 요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결함성을 최대화하려면 별도의 가용 영역에 읽
기 전용 복제본을 배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전체 가용 영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DAX
클러스터가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DAX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당 최대 11개까지 노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프라이머리 노드와 최대 10개의 읽
기 전용 복제본).

Important
프로덕션 용도로는 각 노드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최소 3개 노드로 구성된 DAX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내결함성(fault-tolerant)으로 구성하려면 3개의 노드가 필요
합니다.
개발 또는 테스트 워크로드를 위해 DAX 클러스터를 1개 또는 2개의 노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1
개 및 2개 노드 클러스터는 내결함성 구성이 아니므로 프로덕션 용도로는 최소 3개 이상의 노드를
사용하세요. 1개 또는 2개 노드 클러스터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 클
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캐시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리전 및 가용성 영역
AWS 리전에 있는 DAX 클러스터는 동일한 리전에 있는 DynamoDB 테이블과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이유로 올바른 리전에서 DAX 클러스터를 시작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리전에 DynamoDB 테이
블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리전에서도 DAX 클러스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각 리전은 다른 리전에서 완전히 격리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리전 안에는 가용 영역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서 노드를 시작하면 가능한 최고 수준의 내결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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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하나의 가용 영역에 클러스터 노드를 모두 두지는 마세요. 이렇게 구성하면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
생한 경우 DAX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프로덕션 용도로는 각 노드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최소 3개 노드로 구성된 DAX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내결함성(fault-tolerant)으로 구성하려면 3개의 노드가 필요
합니다.
개발 또는 테스트 워크로드를 위해 DAX 클러스터를 1개 또는 2개의 노드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1
개 및 2개 노드 클러스터는 내결함성 구성이 아니므로 프로덕션 용도로는 최소 3개 이상의 노드를
사용하세요. 1개 또는 2개 노드 클러스터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 클
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캐시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룹
파라미터 그룹은 DAX 클러스터의 런타임 설정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DAX에는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예: 캐시된 데이터에 대한 TTL 정책 정의). 파라미터 그룹이란
클러스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름이 지정된 파라미터 모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노
드가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
DAX 클러스터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이 환경은 해당 AWS
계정 전용이며 다른 VPC와 분리되는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보안 그룹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VPC에 대한 가상 방화벽 역할을 합니다.
VPC에서 클러스터를 시작할 경우 보안 그룹에 수신 규칙을 추가하여 수신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할 수 있
습니다. 수신 규칙은 클러스터에 대해 프로토콜(TCP)과 포트 번호(8111)를 지정합니다. 이 수신 규칙을 보안
그룹에 추가하면 VPC 내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서 DAX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ARN
모든 DAX 클러스터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이 할당됩니다. ARN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rn:aws:dax:region:accountID:cache/clusterName

IAM 정책의 클러스터 ARN을 사용하여 DAX API 작업에 대한 권한을 정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 액세
스 제어 (p. 735)을 참조하십시오.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모든 DAX 클러스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해
당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면 클러스터에 있는 개별 노드의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읽기 전용 복제본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은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노
드를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다음은 전송 중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지 않은 us-east-1 리전의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예제입니다.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다음은 전송 중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동일한 리전의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예제입니다.
daxs://my-encrypted-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노드 엔드포인트
DAX 클러스터의 각 개별 노드에는 자체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 엔드포인트 예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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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DAXcluster-a.2cmrwl.clustercfg.dax.use1.cache.amazonaws.com:8111
애플리케이션은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직접 노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AX 클러스터를 단일
단위로 간주한 후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대신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노드 목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클러스터에서 노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이
목록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브넷 그룹 수
DAX 클러스터 노드에 대한 액세스는 Amazon VPC 환경 내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
케이션으로만 제한됩니다. 서브넷 그룹을 사용하여 특정 서브넷에서 실행 중인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의 액세스 권한을 클러스터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그룹은 Amazon VPC 환경에서 실행 중인 클러스
터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서브넷(일반적으로 프라이빗 서브넷) 모음입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서브넷 그룹을 지정해야 합니다. DAX는 해당 서브넷 그룹을 사용하여 노드에 연
결된 서브넷 내의 서브넷 및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DAX는 노드 추가 실패, 노드 추가 성공, 보안 그룹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클러스터 내에 기록합니다.
주요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면 클러스터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벤트에 따라 교정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DAX 관리 API의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DescribeEvents 작업을 사용하여 이러
한 이벤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알림을 특정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주제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면 DAX 클러스터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기간
모든 클러스터에는 시스템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주 단위 유지 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캐시 클러스터 생성하
거나 수정할 때 기본 유지 관리 기간을 지정하지 않으면 DAX에서 임의로 선택한 요일에 60분의 유지 관리 기
간을 배정합니다.
AWS 리전별로 8시간 블록 시간 중에서 60분 유지 관리 기간이 임의로 선택됩니다. 다음 표는 기본 유지 관
리 기간이 할당된 각 리전의 시간 블록 목록입니다.
리전 코드

리전 이름

유지 관리 기간

ap-northeast-1

Asia Pacific (Tokyo) Region

13:00~21:00 UTC

ap-southeast-1

Asia Pacific (Singapore) Region

14:00~22:00 UTC

ap-southeast-2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리전

12:00~20:00 UTC

ap-south-1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리전

17:30~1:30 UTC

cn-northwest-1

중국(닝샤) 리전

23:00~07:00 UTC

cn-north-1

중국(베이징) 리전

14:00~22:00 UTC

eu-central-1

유럽(프랑크푸르트) 리전

23:00~07:00 UTC

eu-west-1

Europe (Ireland) Region

22:00~06:00 UTC

eu-west-2

유럽(런던) 리전

23:00~07:00 UTC

eu-west-3

유럽(파리) 리전

23:00~07:0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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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코드

리전 이름

유지 관리 기간

sa-east-1

남아메리카(상파울루) 리전

01:00~09:00 UTC

us-east-1

리전 -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03:00~11:00 UTC

us-east-2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

23:00~07:00 UTC

us-west-1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리전

06:00~14:00 UTC

us-west-2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

06:00~14:00 UTC

유지 관리 기간은 사용률이 가장 낮은 시간에 할당되어야 하므로 수시로 수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DAX 클러스터 생성
이 단원에서는 기본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환경에서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에는 동일한 VPC에서 실행 중인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해당 클러스터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DAX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는 DynamoDB Accelerator(DAX) 클라이언트로 개발 (p. 680)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DAX에 대한 IAM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여 DynamoDB 액세스 (p. 666)
• AWS CLI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p. 667)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p. 671)

DAX에 대한 IAM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여 DynamoDB
액세스
DAX 클러스터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DynamoDB 테이블에 액세스해야 할 경우 서비스 역할을 만들어야 합
니다. 서비스 역할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입니다. 서비스 역할은 사용자가 테이블에 액세스하듯이 DAX가 DynamoDB 테이블
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먼저 서비스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워크플로에서 기존 DAX 서비스 역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
비스 연결이 없으면 콘솔이 새로운 서비스 역할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2단계: DAX
클러스터 생성” (p. 672)을 참조하십시오.
AWS CLI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에 생성한 DAX 서비스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서비스
역할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단계: AWS CLI을 사용하여 DAX에서 DynamoDB에 액세스하
는 IAM 서비스 역할 생성 (p. 668)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역할 생성에 필요한 권한
AWS 관리형 AdministratorAccess 정책은 DAX 클러스터 및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
한을 제공합니다. IAM 사용자에 AdministratorAccess가 연결되어 있으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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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 IAM 사용자가 서비스 역할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 권한을 IAM 정책에 추가해야 합니다.
• iam:CreateRole
• iam:CreatePolicy
• iam:AttachRolePolicy
• iam:PassRole
작업을 수행하려 하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연결합니다.

Note
iam:CreateRole, iam:CreatePolicy, iam:AttachRolePolicy, iam:PassRole 권한은
AWS에서 관리하는 DynamoDB용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권한 승격 가능성, 즉
사용자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리 정책을 만든 후 기존 역할에 해당 정책을 연결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AX 클러스터 관리자는 이러한 권한을 해
당 정책에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사용자 정책에 iam:CreateRole, iam:CreatePolicy 및 iam:AttachPolicy 권한이 없는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표에는 이러한 메시지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

해결 방법:

User:
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CreateRole on resource:
arn:aws:iam::accountID:role/servicerole/roleName

사용자 정책에 iam:CreateRole을 추가합니다.

User:
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CreatePolicy on resource: policy
policyName

사용자 정책에 iam:CreatePolicy을 추가합니다.

User:
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AttachRolePolicy on resource: role
daxServiceRole

사용자 정책에 iam:AttachRolePolicy을 추가합
니다.

DAX 클러스터 관리에 필요한 IAM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X 액세스 제어 (p. 735) 단원을 참조하세
요.

AWS CLI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이 단원에서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WS CLI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합니
다. 이를 위해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에서 다음 지침을 참조하세요.
• AWS CLI 설치
• AWS CL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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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AWS CLI를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를 관리하려면 1.11.110 버전 이상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
세요.
모든 AWS CLI 예제는 us-west-2 리전과 가상의 계정 ID를 사용합니다.
주제
• 1단계: AWS CLI을 사용하여 DAX에서 DynamoDB에 액세스하는 IAM 서비스 역할 생성 (p. 668)
• 2단계: 서브넷 그룹 생성 (p. 669)
• 3단계: AWS CLI를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p. 670)
• 4단계: AWS CLI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 인바운드 규칙 구성 (p. 671)

1단계: AWS CLI을 사용하여 DAX에서 DynamoDB에 액세스하는
IAM 서비스 역할 생성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먼저 이에 대한 서비스 역할을 생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역할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입니다. 사용자가 테이블에 액세스하듯이 서비스 역할을 통해 DAX가 DynamoDB 테
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IAM 정책을 생성한 후 이 정책을 IAM 역할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역할을 DAX
클러스터에 할당할 수 있으므로 클러스터가 사용자 대신 DynamoDB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AX에 대한 IAM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려면
1.

다음 콘텐츠를 통해 service-trust-relationship.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

}

2.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dax.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서비스 역할을 생성합니다.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DAXServiceRoleForDynamoDBAccess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service-trust-relationship.json

3.

다음 콘텐츠를 통해 service-role-policy.json이라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PutItem",
"dynamodb:GetItem",
"dynamodb:Upda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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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Delete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ConditionCheckItem"

}

]

}

],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accountID:*"
]

accountID를 해당 AWS 계정 ID로 바꿉니다. AWS 계정 ID를 찾으려면 콘솔의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서 로그인 ID를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 AWS 계정 ID가 표시됩니다.

4.

이 예에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의 accountID는 12자리여야 합니다. 하이픈이나 다른 구두점을
사용하지 마세요.
서비스 역할에 대한 IAM 정책을 생성합니다.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DAXServicePolicyForDynamoDBAccess \
--policy-document file://service-role-policy.json

다음 예제에서와 같이 출력에 표시된 생성 정책의 ARN을 기록해 둡니다.
arn:aws:iam::123456789012:policy/DAXServicePolicyForDynamoDBAccess
5.

이 정책을 서비스 역할에 연결합니다. 다음 코드의 arn을 전 단계에서 확인한 실제 역할 ARN으로 바꿉
니다.
aws iam attach-role-policy \
--role-name DAXServiceRoleForDynamoDBAccess \
--policy-arn arn

다음으로 기본 VPC의 서브넷 그룹을 지정합니다. 서브넷 그룹은 VPC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서브넷 모음입
니다. 2단계: 서브넷 그룹 생성 (p. 669) 섹션을 참조하세요.

2단계: 서브넷 그룹 생성
다음 절차를 따라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의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Note
기본 VPC에 대해 서브넷 그룹을 이미 생성했다면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DAX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환경 내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이후 AWS 계정을 생성했다면 각 AWS 리전에 기본 VPC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기본 VPC 및 기본 서브넷을 참조하세요.

서브넷 그룹을 생성하려면
1.

기본 VPC의 식별자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ec2 describe-v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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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와 같이 출력에 표시된 기본 VPC의 식별자를 적어 둡니다.
vpc-12345678
2.

기본 VPC와 연결된 서브넷 ID를 확인합니다. vpcID를 실제 VPC ID(예: vpc-12345678)로 바꿉니다.
aws ec2 describe-subnets \
--filters "Name=vpc-id,Values=vpcID" \
--query "Subnets[*].SubnetId"

출력에 표시된 서브넷 식별자(예: subnet-11111111)를 기록해 둡니다.
3.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subnet-ids 파라미터에 서브넷 ID를 1개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aws dax create-subnet-group \
--subnet-group-name my-subnet-group \
--subnet-ids subnet-11111111 subnet-22222222 subnet-33333333 subnet-44444444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3단계: AWS CLI를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p. 670) 단원을 참조하세요.

3단계: AWS CLI를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다음 절차를 따라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기본 Amazon VPC에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1.

서비스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확인합니다.
aws iam get-role \
--role-name DAXServiceRoleForDynamoDBAccess \
--query "Role.Arn" --output text

다음 예제에서와 같이 출력에 표시된 서비스 역할 ARN을 적어 둡니다.
arn:aws:iam::123456789012:role/DAXServiceRoleForDynamoDBAccess
2.

DAX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roleARN을 전 단계의 ARN으로 바꿉니다.
aws dax create-cluster \
--cluster-name mydaxcluster \
--node-type dax.r4.large \
--replication-factor 3 \
--iam-role-arn roleARN \
--subnet-group my-subnet-group \
--sse-specification Enabled=true \
--region us-west-2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는 유형이 dax.r4.large(--node-type)입니다. 프라이머리 노드 1개와 복제본
2개, 총 3개의 노드(--replication-factor)가 생성됩니다.

Note
sudo 및 grep는 예약된 키워드이므로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이러한 단어를 클러스터 이
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udo 및 sudocluster는 잘못된 클러스터 이름입니다.
클러스터 상태를 보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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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ax describe-clusters

출력에 상태(예: "Status": "creating")가 표시됩니다.

Note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데는 몇 분 정도가 걸립니다. 클러스터가 준비되면 상태가 available로 변
경됩니다. 그 동안 4단계: AWS CLI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 인바운드 규칙 구성 (p. 671) 단원으로
이동하여 해당 지침을 따릅니다.

4단계: AWS CLI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 인바운드 규칙 구성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의 노드는 Amazon VPC의 기본 보안 그룹을 사용합니다.
기본 보안 그룹을 사용하려면 암호화되지 않은 클러스터는 TCP 포트 8111에서, 암호화된 클러스터는 포트
9111에서 인바운드 트래픽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mazon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DAX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DAX 클러스터를 default가 아닌 다른 보안 그룹으로 시작했다면 대신 해당 그룹에 대해 다음 절
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안 그룹 인바운드 규칙을 구성하려면
1.

기본 보안 그룹 식별자를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vpcID를 실제 VPC ID(2단계: 서브넷 그
룹 생성 (p. 669) 참조)로 바꿉니다.
aws ec2 describe-security-groups \
--filters Name=vpc-id,Values=vpcID,Name=group-name,Values=default \
--query "SecurityGroups[*].{GroupName:GroupName,GroupId:GroupId}"

출력에 표시된 보안 그룹 식별자(예: sg-01234567)를 메모해 둡니다.
2.

그리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sgID를 실제 보안 그룹 식별자로 바꿉니다. 포트는 암호화되지 않은 클러스
터에는 8111, 암호화된 클러스터에는 9111을 사용합니다.
aws ec2 authorize-security-group-ingress \
--group-id sgID --protocol tcp --port 8111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이 단원에서는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1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서브넷 그룹 생성 (p. 671)
• 2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p. 672)
• 3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 인바운드 규칙 구성 (p. 674)

1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서브넷 그룹 생성
다음 절차를 따라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
의 서브넷 그룹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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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기본 VPC에 대해 서브넷 그룹을 이미 생성했다면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DAX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환경 내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이후 AWS 계정을 생성했다면 각 AWS 리전에 기본 VPC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기본 VPC 및 기본 서브넷을 참조하세요.
DAX 클러스터 생성 프로세스 중에 사용자는 서브넷 그룹을 지정해야 합니다. 서브넷 그룹은 VPC 내에 있는
하나 이상의 서브넷 모음입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면 노드가 서브넷 그룹 내의 서브넷에 배포됩니다.

서브넷 그룹을 생성하려면
1.
2.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탐색 창의 DAX에서 서브넷 그룹(Subnet groups)을 선택합니다.

3.

[Create subnet group]을 선택합니다.

4.

[Create subnet group] 창에서 다음을 수행하세요.
a.
b.

이름 - 서브넷 그룹의 짧은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 - 서브넷 그룹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c.

VPC ID - Amazon VPC 환경의 식별자를 선택합니다.

d.

서브넷 -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Note
서브넷은 여러 가용 영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중 노드의 DAX 클러스터(프라이머리 노
드 한 개와 읽기 전용 복제본 여러 개)를 생성할 계획이라면 서브넷 ID를 여러 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DAX가 여러 가용 영역으로 클러스터 노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DAX는 남아 있는 가용 영역으로 자동으로 장애 조치합니
다. DAX 클러스터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작동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서브넷 그룹 생성을 클릭합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2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성 (p. 672)
단원을 참조하세요.

2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생
성
다음 절차를 따라 기본 Amazon VPC에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3.
4.

탐색 창의 DAX에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클러스터 생성(Create cluster)을 선택합니다.
[Create cluster] 창에서 다음을 수행하세요.
a.

클러스터 이름 - DAX 클러스터에 대한 간략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b.

sudo 및 grep는 예약된 키워드이므로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이러한 단어를 클러스
터 이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udo 및 sudocluster는 잘못된 클러스터 이름
입니다.
클러스터 설명 -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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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노드 유형(Node types) -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노드의 노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d.

클러스터 크기(Cluster size) - 클러스터의 노드 수를 선택합니다. 클러스터는 기본 노드 한 개와 읽
기 전용 복제본 최대 아홉 개로 구성됩니다.

Note
단일 노드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1]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 노드 한 개로 클러스터가
구성됩니다.
다중 노드 클러스터를 생성하려면 3(기본 노드 1개와 읽기 전용 복제본 2개)에서 10(기본
노드 1개와 읽기 전용 복제본 9개) 사이의 숫자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프로덕션 용도로는 각 노드가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있는 최소 3개 이상의 노드
로 구성된 DAX를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내결함성(faulttolerant)으로 구성하려면 3개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개발 또는 테스트 워크로드를 위해 DAX 클러스터를 1개 또는 2개의 노드에 배포
할 수 있습니다. 1개 및 2개 노드 클러스터는 내결함성 구성이 아니므로 프로덕션
용도로는 최소 3개 이상의 노드를 사용하세요. 1개 또는 2개 노드 클러스터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
거나 캐시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e.

다음을 선택합니다.

f.

서브넷 그룹(Subnet group) - 기존 그룹 선택(Choose existing) 및 1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서브넷 그룹 생성 (p. 671)에서 생성한 서브넷 그룹 선택을 선택합니다.

g.

액세스 제어(Access control) - 기본(Default)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h.

가용 영역(AZ)(Availability Zones (AZ)) - 자동(Automatic)을 선택합니다.

i.

다음을 선택합니다.

j.

IAM service role for DynamoDB access(DynamoDB 액세스를 위한 IAM 서비스 역할) - Create
new(새로 생성)를 선택하고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IAM 역할 이름 - 역할의 이름(예: DAXServiceRole)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콘솔에서 새 IAM 역
할을 만들고, DAX 클러스터는 런타임에 이 역할을 수임합니다.
• 정책 생성(Create policy) 옆의 상자를 선택합니다.
• IAM 역할 정책 - 읽기/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DAX 클러스터가 DynamoDB에서 읽기 및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새 IAM 정책 이름(New IAM policy name) - IAM 정책의 이름(예: DAXServicePolicy)을 입력합
니다. 그러면 콘솔에서 새 IAM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을 IAM 역할에 연결합니다.
• 대상 DynamoDB 테이블 - All tables(모든 테이블)를 선택합니다.

k.

암호화(Encryption) - 저장 시 암호화 활성화(Enable encryption at rest) 및 전송 중 암호화 활성화
(Enable encryption in transit)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745) 및
DAX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p. 748) 섹션을 참조하세요.

DAX가 Amazon EC2에 액세스하려면 별도의 서비스 역할도 필요하며 DAX는 이 서비스 역할을 자동으
로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5.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Launch cluster]를 선택합니다.

Clusters(클러스터) 화면에 DAX 클러스터가 Creating(생성 중) 상태로 나열됩니다.

Note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데는 몇 분 정도가 걸립니다. 클러스터가 준비되면 상태가 사용 가능으로 변경
됩니다.
그 동안 3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 인바운드 규칙 구성 (p. 674) 단
원으로 이동하여 해당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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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 인바운
드 규칙 구성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는 통신을 위해 TCP 포트 8111(암호화되지 않은 클러스터
의 경우) 또는 9111(암호화된 클러스터의 경우)을 사용하므로 해당 포트에서 인바운드 트래픽을 승인해야 합
니다. 이렇게 하면 Amazon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DAX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DAX 클러스터를 default가 아닌 다른 보안 그룹으로 시작했다면 대신 해당 그룹에 대해 다음 절
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안 그룹 인바운드 규칙을 구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Security Groups]를 선택합니다.

3.

[default]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작업 메뉴에서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선택합니다.

4.

[Add Rule]을 선택하고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포트 범위 - 8111(클러스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 또는 9111(클러스터가 암호화된 경우)
소스 - 기본값을 입력한 다음 기본 보안 그룹에 대한 식별자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Save]를 선택합니다.

DAX 및 DynamoDB 정합성 모델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는 캐시를 DynamoDB 테이블에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
해 설계된 라이트-스루(write-through) 캐싱 서비스입니다. DAX는 DynamoDB와 별개로 작동하므로 DAX와
DynamoDB 모두의 일관성 모델을 파악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많은 사용 사례를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DAX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DAX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 일관성뿐
만 아니라 DAX와 DynamoDB 간 데이터 일관성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제
• DAX 클러스터 노드 간 정합성 (p. 674)
• DAX 항목 캐시 동작 (p. 675)
• DAX 쿼리 캐시 동작 (p. 677)
• 강력히 정합하는 트랜잭션 읽기 (p. 677)
• 음성 캐싱 (p. 678)
• 쓰기 전략 (p. 678)

DAX 클러스터 노드 간 정합성
애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을 얻으려면 최소 3개 이상의 노드가 있는 DAX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한 다음, 이
러한 노드들을 한 리전 내에 여러 개의 가용 영역에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DAX 클러스터가 실행 중인 경우 데이터를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복제합니다(2개 이상의 노드를 프로비저
닝한 경우). DAX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UpdateItem 작업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봅니다. 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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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인해 기본 노드의 항목 캐시가 새 값으로 수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노드에 복제됩니다. 이 복제 작업은 최종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작업이고, 완료되는 데 보통 1초 미
만이 걸립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DAX 클러스터에서 동일한 키를 읽지만, 각 클라이언트가
액세스한 노드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는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업데이트
가 완전히 복제되면 전체 일관성이 달성됩니다. (이러한 동작은 DynamoDB의 특징인 최종적 일관성과 유사
합니다.)
DAX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 데이터가 최종적 일관성을 유지해도 괜찮은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DAX 항목 캐시 동작
모든 DAX 클러스터에는 두 개의 개별 캐시인 항목 캐시와 쿼리 캐시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 작동
방식 (p. 659)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DAX 항목 캐시를 읽고 쓸 때 발생하는 일관성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읽기 정합성
DynamoDB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GetItem 작업이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를 수행합니다. DynamoDB 클
라이언트에서 UpdateItem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직후 동일한 항목을 읽으려고 하면 업데이트하기
전에 표시된 데이터가 그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DynamoDB 스토리지 위치에 걸쳐 전파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은 일반적으로 몇 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읽기를 다시 시도하면 업데이
트된 항목이 나타날 것입니다.
DAX 클라이언트에서 GetIte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경우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이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1. DAX 클라이언트가 GetItem 요청을 실행합니다. DAX는 항목 캐시에서 요청된 항목을 읽으려고 시도합
니다. 항목이 캐시에 있으면(캐시 적중), DAX가 이를 애플리케이션에 반환합니다.
2. 항목이 없으면(캐시 누락) DAX가 DynamoDB에 대해 최종적 일관된 GetItem 작업을 수행합니다.
3. DynamoDB는 요청된 항목을 반환하고, DAX는 이를 항목 캐시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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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X가 항목을 애플리케이션에 반환합니다.
5. (표시되지 않음) DAX 클러스터에 2개 이상의 노드가 있으면 항목이 클러스터의 다른 모든 노드에 복제됩
니다.
캐시의 유지 시간(TTL) 설정 및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음(LRU) 알고리즘에 따라 항목이 DAX 항목 캐시
에 유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 작동 방식 (p. 659)을 참조하십시오.
단, 이 기간 동안에는 DAX가 DynamoDB에서 항목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DAX를 완전히 우
회하는 방식으로 DynamoDB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DA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
는 GetItem 요청은 DynamoDB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동일한 GetItem 요청의 결과와 다릅니다. 이러한
경우 DAX 항목에 대한 TTL이 만료될 때까지 DAX 및 DynamoDB가 동일한 키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값을 갖
고 있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DAX를 우회하여 기본 DynamoDB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비일관성을 예상하고 허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Note
GetItem 외에도 DAX 클라이언트는 BatchGetItem 요청도 지원합니다. BatchGetItem은 기
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GetItem 요청을 포함하는 래퍼이므로 DAX는 이러한 요청을 각각 개별
GetItem 작업으로 처리합니다.

쓰기 정합성
DAX는 동시 기록 캐시로, DAX 항목 캐시가 기본 DynamoDB 테이블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세스
를 간소화합니다.
DAX 클라이언트는 DynamoDB와 동일한 쓰기 API 작업을 지원합니다(PutItem, UpdateItem,
DeleteItem, BatchWriteItem 및 TransactWriteItems). DA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 DAX 및 DynamoDB 모두에서 항목이 수정됩니다. DAX는 이러한 항목의 TTL 값에 상관없이 항목
캐시에 있는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DAX 클라이언트에서 GetItem 요청을 실행하여 ProductCatalog 테이블의 항목을 읽는다
고 가정합니다. (파티션 키는 Id이고 정렬 키는 없습니다.) Id가 101인 항목을 검색합니다. 해당 항목의
QuantityOnHand 값은 42입니다. DAX는 특정 TTL을 가진 항목 캐시에 해당 항목을 저장합니다. 이 예제에
서는 TTL이 10분이라고 가정합니다. 3분 후,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DA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동일한 항목
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QuantityOnHand 값이 이제 41이 됩니다. 항목이 다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다음 10분 동안 동일한 항목의 후속 읽기가 수행되면 QuantityOnHand에 대해 캐시된 값(41)이
반환됩니다.

DAX에서 쓰기를 처리하는 방식
DAX는 고성능 읽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동시 기록 캐시인 DAX는 동시 기록을
DynamoDB에 동기식으로 전달한 다음 결과 업데이트를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노드의 항목 캐시에 비동기식
으로 자동 복제합니다. DAX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므로 사용자가 캐시 무효화 로직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
니다.
DAX는 PutItem, UpdateItem, DeleteItem, BatchWriteItem, TransactWriteItems 등의 쓰기 작
업을 지원합니다.
PutItem, UpdateItem, DeleteItem 또는 BatchWriteItem 요청을 DAX에 전송하면 다음 작업이 수행
됩니다.
• DAX가 요청을 DynamoDB에 보냅니다.
• DynamoDB가 쓰기 성공을 확인하는 응답을 DAX에 보냅니다.
• DAX가 항목 캐시에 항목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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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X가 요청자에게 성공을 반환합니다.
TransactWriteItems 요청을 DAX에 전송하면 다음 작업이 수행됩니다.
• DAX가 요청을 DynamoDB에 보냅니다.
• DynamoDB가 트랜잭션 완료를 확인하는 응답을 DAX에 보냅니다.
• DAX가 요청자에게 성공을 반환합니다.
• 백그라운드에서 DAX는 TransactWriteItems 요청의 각 항목에 대해 TransactGetItems 요청을 수
행하여 항목 캐시에 항목을 저장합니다. TransactGetItems는 직렬화 가능 격리 (p. 571)를 유지하기 위
해 사용됩니다.
제한을 비롯한 어떤 이유로든 DynamoDB에 쓰기가 실패하면 항목이 DAX에 캐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
패에 대한 예외는 요청자에게 반환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먼저 DynamoDB에 성공적으로 쓰여질 때까지
DAX 캐시에 데이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Note
DAX에 쓸 때마다 항목 캐시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나 해당 항목 캐시에 대한 쓰기는 쿼리 캐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AX 항목 캐시 및 쿼리 캐시는 용도가 서로 다르며, 서로 독립적으로 작
동합니다.)

DAX 쿼리 캐시 동작
DAX는 Query 및 Scan 요청의 결과를 쿼리 캐시에 캐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항목 캐시에 전혀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DAX에서 Query 또는 Scan 요청을 실행하면 결과 집합이 항목 캐시
가 아닌 쿼리 캐시에 저장됩니다. 항목 캐시와 쿼리 캐시는 별도의 엔터티이므로 Scan 작업을 수행하여 항목
캐시를 "워밍업"할 수 없습니다.

쿼리-업데이트-쿼리 정합성
항목 캐시나 기본 DynamoDB 테이블 업데이트 작업은 쿼리 캐시에 저장된 결과를 무효화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파티션 키가 DocId이고 정렬 키가
RevisionNumber인 DocumentRevisions 테이블에서 작동 중입니다.
1. 클라이언트는 RevisionNumber가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항목의 DocId 101에 대해 Query를 실행합
니다. DAX는 결과 집합을 쿼리 캐시에 저장하고 결과 집합을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2. 클라이언트는 20의 값이 RevisionNumber인DocId 101에 대해 PutItem 요청을 발행합니다.
3. 클라이언트가 1단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Query(DocId 101 및 RevisionNumber가 5 이상인)를 발
행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3단계에서 발행된 Query의 캐시된 결과 집합이 1단계에서 캐시된 결과 집합과 동일합니
다. 이는 DAX가 개별 항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Query 또는 Scan 결과 집합을 무효화하지 않기 때
문입니다. 2단계의 PutItem 작업은 Query의 TTL이 만료될 때만 DAX 쿼리 캐시에 반영됩니다.
사용자는 쿼리 캐시의 TTL 값과 더불어, 애플리케이션이 쿼리 캐시와 항목 캐시 간 비일관적인 결과를 허용
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력히 정합하는 트랜잭션 읽기
강력히 일관된 GetItem, BatchGetItem, Query 또는 Scan 요청을 수행하려면 ConsistentRead 파라미
터를 true로 설정합니다. DAX는 강력히 일관된 읽기 요청을 DynamoDB에 전달합니다. DynamoDB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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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받으면 DAX는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하지만 결과를 캐시하지 않습니다. DAX는 DynamoDB와 긴
밀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DAX
에서의 후속 읽기는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후의 모든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는
DynamoDB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DAX는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처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TransactGetItems 요청을 처리합니다.
DAX는 모든 TransactGetItems 요청을 DynamoDB에 전달합니다. DynamoDB에서 응답을 받으면 DAX
는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하지만 결과를 캐시하지 않습니다.

음성 캐싱
DAX는 항목 캐시 및 쿼리 캐시 모두에서 음성 캐시 엔트리를 지원합니다. 음성 캐시 엔트리는 DAX가 기본
DynamoDB 테이블에서 요청한 항목을 찾을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DAX는 오류를 생성하는 대신 빈 결과를
캐시하고 해당 결과를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이 GetItem 요청을 DAX 클러스터에 보내지만 DAX 항목 캐시에 일치하는 항목
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DAX가 기본 DynamoDB 테이블에서 해당 항목을 읽게 됩니다. 항목이
DynamoDB에 없으면, DAX가 항목 캐시에 빈 항목을 저장한 다음, 빈 항목을 애플리케이션에 반환합니다. 이
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다른 GetItem 요청을 보낸다고 가정합니다. DAX는 항목 캐시에
서 빈 항목을 찾고 이를 애플리케이션에 즉시 반환합니다. DynamoDB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음성 캐시 항목은 항목 TTL이 만료되거나, LRU가 호출되거나, 항목이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을 통해 수정될 때까지 DAX 항목 캐시에 유지됩니다.
DAX 쿼리 캐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음성 캐시 결과를 처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Query 또는 Scan을 수행
하고 DAX 쿼리 캐시에 캐시된 결과가 없는 경우 DAX가 요청을 DynamoDB로 보냅니다. 결과 집합에 일치하
는 항목이 없으면, DAX가 쿼리 캐시에 빈 결과 집합을 저장한 다음, 빈 결과 집합을 애플리케이션에 반환합
니다. 해당 결과 집합의 TTL이 만료될 때까지 후속 Query 또는 Scan 요청은 동일한(빈) 결과 집합을 산출합
니다.

쓰기 전략
DAX의 동시 기록 동작은 많은 애플리케이션 패턴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라이트-스루 모델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애플리케이션 패턴도 있습니다.
대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DAX를 통해 쓰기를 수행하면 추가 네트워크 홉이 발생합니다. 따
라서 DAX에 쓰기를 하는 것이 DynamoDB에 직접 쓰기를 하는 것보다 속도가 약간 느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이 쓰기 지연 시간에 민감한 경우 대신 DynamoDB에 직접 쓰기를 수행함으로써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라이트-어라운드(Write-Around) (p. 679)을 참조하십시오.
쓰기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대량 데이터 로딩 작업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매우 낮은 비율의 데이터만 읽을 수 있으므로 DAX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DAX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쓰면 LRU 알고리즘이 호출되어 새로운 항목을 읽을 수 있도록 캐시에 공
간이 마련됩니다. 이는 읽기 캐시로서의 DAX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항목을 DAX에 쓰면, 새로운 항목을 수용하기 위해 항목 캐시 상태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DAX는 항목 캐
시에 있는 오래된 데이터를 제거하여 새로운 항목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시의 LRU 알
고리즘 및 TTL 설정에 따라 새로운 항목이 항목 캐시에 유지됩니다. 항목이 항목 캐시에 유지되는 동안 DAX
는 DynamoDB에서 항목을 다시 읽지 않습니다.

라이트-스루
DAX 항목 캐시는 라이트-스루 정책을 구현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에서 쓰기를 처리하는 방
식 (p. 676)을 참조하십시오.
항목을 쓰면, DAX가 캐시된 항목이 해당 항목(DynamoDB에 있는 경우)과 동기화되도록 합니다. 이러
한 기능은 항목을 쓴 직후 다시 읽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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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테이블에 직접 쓰는 경우 DAX 항목 캐시의 항목이 더 이상 DynamoDB와 동기화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두 명의 사용자(Alice와 Bob)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lice는 DAX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액세스하지만 Bob은 DAX를 우회하고 DynamoDB의 테이블에 직접 액세
스합니다.

1. Alice는 ProductCatalog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DAX는 요청을 DynamoDB에 전달하고 업데
이트가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 DAX는 항목 캐시에 항목을 쓰고 성공한 응답을 Alice에 반환합니다. 이 시
점에서 항목이 캐시에서 궁극적으로 제거될 때까지, DAX로부터 항목을 읽는 모든 사용자에게는 Alice가
업데이트한 항목이 표시됩니다.
2. 잠시 후 Bob이 Alice가 쓰기 작업을 한 것과 동일한 ProductCatalog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나
Bob은 DynamoDB에서 직접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DAX는 DynamoDB를 통한 업데이트에 대한 응답으
로 항목 캐시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DAX 사용자는 Bob의 업데이트를 알 수 없습니다.
3. Alice가 DAX에서 항목을 다시 읽습니다. 항목이 항목 캐시에 있으므로 DAX가 DynamoDB 테이블에 액세
스하지 않고 Alice에게 항목을 반환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Alice와 Bob에게 동일한 ProductCatalog 항목의 다른 값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현상
은 DAX가 항목 캐시로부터 항목을 제거할 때까지, 또는 다른 사용자가 DAX를 사용하여 동일한 항목을 다시
업데이트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라이트-어라운드(Write-Around)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써야 하는 경우(대량 데이터 로드 등), DAX를 우회하고 데이터를
DynamoDB에 직접 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트-어라운드 전략은 쓰기 지연 시간을 줄여줍니
다. 그러나 항목 캐시는 DynamoDB에서 데이터와 동기화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라이트-어라운드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애플리케이션이 DA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
을 때마다 DAX가 항목 캐시를 채운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러한 점은 가장 자주 읽는 데이터가 캐시된다는
점에서(가장 자주 쓰는 데이터와 달리) 어떤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X를 사용하는 다른 테이블인 GameScores 테이블로 작업하려는 사용자(Charlie)를 고려해봅
니다. GameScores의 파티션 키는 UserId이므로 Charlie의 모든 점수의 UserId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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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rlie는 자신의 모든 점수를 검색하기 위해 DAX에 Query를 보냅니다. DAX은 이 쿼리가 이전에 실행된
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처리를 위해 DynamoDB로 해당 쿼리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DAX 쿼리 캐시에 결과
를 저장한 다음, Charlie에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결과 집합은 제거되기 전까지 쿼리 캐시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2. 이제 Charlie가 Meteor Blasters 게임을 하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Charlie가
GameScores 테이블의 항목을 수정하는 UpdateItem 요청을 DynamoDB에 보냅니다.
3. 마지막으로, Charlie는 이전에 수행한 Query를 다시 실행하여 GameScores로부터 자신의 모든 데이터
를 검색하기로 합니다. Charlie는 결과에서 자신이 Meteor Blasters에서 얻은 높은 점수를 볼 수 없습니다.
쿼리 캐시에서 오는 쿼리 결과가 항목 캐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캐시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한 캐시가
변경되어도 다른 캐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AX는 DynamoDB의 가장 최신 데이터로 쿼리 캐시의 결과 집합을 새로 고치지 않습니다. 쿼리 캐시의 각 결
과 집합은 Query 또는 Scan 작업이 수행되었던 당시를 기준으로 최신 상태입니다. 따라서 Charlie의 Query
결과에는 PutItem 작업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DAX가 쿼리 캐시에서 결과 집합을 제거할 때
까지 계속됩니다.

DynamoDB Accelerator(DAX) 클라이언트로 개발
애플리케이션에서 DAX를 사용하려면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DA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DAX 클라이언트는 기존 Amazon DynamoDB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습니다(코드를 약간만 수정하면 됨).

Note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DAX 클라이언트는 다음 URL에서 제공됩니다.
• http://dax-sdk.s3-website-us-west-2.amazonaws.com
이 단원에서는 기본 Amazon VPC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인스턴스에 연결하고, 샘플 애플
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DAX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
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주제
API 버전 2012-08-10
68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자습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실행

• 자습서: DynamoDB Accelerator(DAX)를 사용하여 샘플 애플리케이션 실행 (p. 681)
• DAX를 사용하도록 기존 애플리케이션 수정 (p. 712)

자습서: DynamoDB Accelerator(DAX)를 사용하여 샘플
애플리케이션 실행
이 자습서에서는 기본 Virtual Private Cloud(VPC)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인스턴스에 연결
하고,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를 사용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ote
이 자습서를 수행하려면 기본 VPC에서 DAX 클러스터를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지 않았다면 DAX 클러스터 생성 (p. 666)의 지침을 참조하세요.
주제
• 1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p. 681)
• 2단계: IAM 사용자 및 정책 생성 (p. 682)
• 3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구성 (p. 683)
• 4단계: 샘플 애플리케이션 실행 (p. 684)

1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본 Amazon VPC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스턴스에서 DAX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시작
1.
2.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
솔을 엽니다.
Launch Instance(인스턴스 시작)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1단계: Amazon 머신 이미지(AMI) 선택
1. AMI 목록에서 Amazon Linux AMI를 찾은 후 선택을 선택합니다.
2단계: 인스턴스 유형 선택
1. 인스턴스 유형 목록에서 t2.micro를 선택합니다.
2. [Next: Configure Instance Details]를 선택합니다.
3단계: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
1. 네트워크에서 기본 VPC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스토리지 추가(Next: Add Storage)를 선택합니다.
4단계: 스토리지 추가
1. Next: Add Tags(다음: 태그 추가)를 선택하여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5단계: 태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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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xt: Configure Security Group]을 선택하여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6단계: 보안 그룹 구성
1. [Select an existing security group]을 선택합니다.
2. 보안 그룹 목록에서 [default]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VPC의 기본 보안 그룹입니다.
3. [Next: Review and Launch]를 선택합니다.
7단계: 인스턴스 시작 검토
1. 시작을 선택합니다.
3.

[Select an existing key pair or create a new key pair] 창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mazon EC2 키 페어가 없는 경우 Create a new key pair(새 키 페어 생성)를 선택하고 지침을 따릅니
다. 프라이빗 키 파일(.pem 파일)을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나중에 Amazon EC2 인스
턴스에 로그인할 때 이 파일이 필요합니다.
• Amazon EC2 키 페어가 이미 있으면 Select a key pair(키 페어 선택)로 이동하고 목록에서 해당 키 페
어를 선택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려면 프라이빗 키 파일(.pem 파일)이 있어야 합
니다.

4.

키 페어를 구성한 후 인스턴스 시작을 선택합니다.

5.

콘솔 탐색 창에서 EC2 대시보드를 선택한 후 시작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하단 창
의 설명 탭에서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를 찾습니다(예: ec2-11-22-33-44.uswest-2.compute.amazonaws.com). 이 퍼블릭 DNS 이름은 3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구
성 (p. 683)에서 필요하므로 기록해 둡니다.

Note
Amazon EC2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그 동안 2단계: IAM 사
용자 및 정책 생성 (p. 682) 단원으로 이동하여 해당 지침을 따릅니다.

2단계: IAM 사용자 및 정책 생성
이 단계에서는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 및 DynamoDB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
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DAX 클러
스터와 상호 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 및 정책을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Add user]를 선택합니다.

4.

[Details]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User name(사용자 이름) - 고유 이름(예: MyDAXUser)을 입력합니다.
• Access type(액세스 유형) - Programmatic access(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다음: 권한(Next: Permissions)를 선택합니다.

5.

[Set permissions ] 페이지에서 [Attach existing policies directly]를 선택한 후 [Create policy]를 선택합니
다.

6.

정책 생성 페이지에서 Create Your Own Policy(자체 정책 생성)를 선택합니다.

7.

정책 검토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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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Name(정책 이름) - 고유 이름(예: MyDAXUserPolicy)을 입력합니다.
• Description(설명) -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Policy Document(정책 문서) - 다음 문서를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dax:*"
],
"Effect": "Allow",
"Resource": [
"*"
]
},
{
"Action": [
"dynamodb:*"
],
"Effect": "Allow",
"Resource": [
"*"
]
}
]

정책 생성(Create policy)을 선택합니다.
8.

[Permissions]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정책 목록에서 [Refresh]를 선택합니다.

9.

정책 목록의 범위를 좁히려면 필터, Customer managed(사용자 관리형)를 선택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만든 IAM 정책(예: MyDAXUserPolicy)을 선택하고 Next: Review(다음: 검토)를 선택합니다.

10. 검토 페이지에서 사용자 생성을 선택합니다.
11. [Complete] 페이지에서 [Secret access key]로 이동한 후 [Show]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Access key
ID]와 [Secret access key]를 모두 복사합니다. 3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구성 (p. 683)에 이 식별
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3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구성
Amazon EC2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할 수 있습니
다.

Note
다음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Linux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로 연결되어 있다
고 가정합니다. 다른 연결 방법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턴스에
연결을 참조하세요.

EC2 인스턴스를 구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솔을 엽니다.

2.

ssh 명령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아래 예 참조).
ssh -i my-keypair.pem ec2-user@public-dn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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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키 파일(.pem 파일)과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1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p. 681) 섹션을 참조하세요.)
로그인 ID는 ec2-user입니다. 암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과 같이 AWS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AWS 액세스 키 ID와 비밀 키
(2단계: IAM 사용자 및 정책 생성 (p. 682) 참조)를 입력하고 기본 리전 이름을 현재 리전으로 설정합니
다. (다음 예제에서 기본 리전은 us-west-2입니다.)
aws configure
AWS Access Key ID [None]: AKIAIOSFODNN7EXAMPLE
AWS Secret Access Key [None]: wJalrXUtnFEMI/K7MDENG/bPxRfiCYEXAMPLEKEY
Default region name [None]: us-west-2
Default output format [None]: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구성한 후에는 사용 가능한 샘플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DAX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4단계: 샘플 애플리케이션 실행 (p. 684)을 참조하십시오.

4단계: 샘플 애플리케이션 실행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기능 테스트를 돕기 위해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주제
• DAX SDK for Go (p. 684)
• Java 및 DAX (p. 686)
• .NET 및 DAX (p. 691)
• Node.js 및 DAX (p. 699)
• Python 및 DAX (p. 706)

DAX SDK for Go
다음 절차에 따라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SDK for Go 샘플 애플
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DAX용 SDK for Go 샘플을 실행하려면
1.

Amazon EC2 인스턴스에 SDK for Go를 설치합니다.
a.

Go 프로그래밍 언어(Golang)를 설치합니다.
sudo yum install -y golang

b.

Golang가 설치되었고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테스트합니다.
go version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go version go1.15.5 linux/amd64

나머지 지침에서는 Go 버전 1.13에서 기본값이 된 모듈 지원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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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샘플 Golang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go get 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

3.

다음 Golang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첫 프로그램은 TryDaxGoTable이라는 DynamoDB 테이블을 생
성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를 씁니다.
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ynamodb -command create-table

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ynamodb -command put-item

4.

다음 Golang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ynamodb -command get-item

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ynamodb -command query

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ynamodb -command scan

GetItem, Query 및 Scan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 정보(밀리초)를 기록해 둡니다.
5.

전 단계에서 DynamoDB 엔드포인트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되,
이번에는 GetItem, Query 및 Scan 작업을 DAX 클러스터에서 처리합니다.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Using the DynamoDB console(DynamoDB 콘솔 사용) - DAX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
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콘솔에 표시됩니다.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 AWS CLI 사용 -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query "Clusters[*].ClusterDiscoveryEndpoint"

다음 예제와 같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출력에 표시됩니다.
{

}

"Address":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Port": 8111,
"URL":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명령줄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ax -command get-item -endpoint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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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ax -command query -endpoint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8111

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ax -command scan -endpoint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8111

나머지 출력을 확인하여 시간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GetItem, Query, Scan에 대한 경과 시간은 DAX
가 DynamoDB보다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6.

다음 Golang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TryDaxGoTable을 삭제합니다.
go run ~/go/pkg/mod/github.com/aws-samples/aws-dax-go-sample@v1.0.2/try_dax.go -service
dynamodb -command delete-table

Java 및 DAX
DAX SDK for Java 2.x는 AWS SDK for Java 2.x와 호환됩니다. Java 8+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비차단형 I/O
지원을 포함합니다. AWS SDK for Java 1.x와 함께 DAX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Java 1.x와 함께 DAX 사용 (p. 1417)을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Maven 종속 항목으로 사용
애플리케이션에서 DAX SDK for Java용 클라이언트를 종속 항목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Apache Maven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ownloading Apache Maven 및 Installing
Apache Maven을 참조하세요.

2.

애플리케이션의 POM(Project Object Model) 파일에 클라이언트 Maven 종속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예
제에서는 x.x.x를 클라이언트의 실제 버전 번호로 바꿉니다.
<!--Dependency:-->
<dependencies>
<dependency>
<groupId>software.amazon.dax</groupId>
<artifactId>amazon-dax-client</artifactId>
<version>x.x.x</version>
</dependency>
</dependencies>

TryDax 샘플 코드
작업 영역을 설정하고 DAX SDK를 종속 항목으로 추가한 후 TryDax.java (p. 688)를 프로젝트에 복사합니
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코드를 실행합니다.
java -cp classpath TryDax

다음과 유사한 출력 화면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Creating a DynamoDB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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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ing to create table; please wait...
Successfully created table. Table status: ACTIVE
Writing data to the table...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1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2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3
...
Running GetItem and Query tests...
First iteration of each test will result in cache misses
Next iterations are cache hits
GetItem test - partition key 1-100 and sort keys 1-10
Total time: 4390.240 ms - Avg time: 4.390 ms
Total time: 3097.089 ms - Avg time: 3.097 ms
Total time: 3273.463 ms - Avg time: 3.273 ms
Total time: 3353.739 ms - Avg time: 3.354 ms
Total time: 3533.314 ms - Avg time: 3.533 ms
Query test - partition key 1-100 and sort keys between 2 and 9
Total time: 475.868 ms - Avg time: 4.759 ms
Total time: 423.333 ms - Avg time: 4.233 ms
Total time: 460.271 ms - Avg time: 4.603 ms
Total time: 397.859 ms - Avg time: 3.979 ms
Total time: 466.644 ms - Avg time: 4.666 ms
Attempting to delete table; please wait...
Successfully deleted table.

타이밍 정보, 즉 GetItem 및 Query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밀리초)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서는 DynamoDB
엔드포인트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DAX 클러스터에
대해 실행합니다.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결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DynamoDB 콘솔에서 DAX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콘솔에 표시
됩니다.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 AWS CLI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query "Clusters[*].ClusterDiscoveryEndpoint"

다음 예제와 같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주소, 포트, URL이 출력에 표시됩니다.
{

}

"Address":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Port": 8111,
"URL":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URL을 명령줄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java -cp classpath TryDax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출력을 확인하여 타이밍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GetItem 및 Query에 대한 경과 시간은 DAX가 DynamoDB
보다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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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지표
DAX SDK for Java 2.x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표를 수집하고 Amazon
CloudWatch에서 출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DK 지표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Note
DAX SDK for Java는 ApiCallSuccessful 및 ApiCallDuration 지표만 수집합니다.

TryDax.java
import java.util.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DynamoDbAsyncClien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AttributeDefinition;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AttributeValue;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BillingMode;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CreateTableReques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DeleteTableReques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DescribeTableReques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GetItemReques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KeySchemaElemen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KeyType;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PutItemReques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QueryReques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dynamodb.model.ScalarAttributeType;
software.amazon.dax.ClusterDaxAsyncClient;
software.amazon.dax.Configuration;

public class TryDax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DynamoDbAsyncClient ddbClient = DynamoDbAsyncClient.builder()
.build();
DynamoDbAsyncClient daxClient = null;
if (args.length >= 1) {
daxClient = ClusterDaxAsyncClient.builder()
.overrideConfiguration(Configuration.builder()
.url(args[0]) // e.g.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build())
.build();
}
String tableName = "TryDaxTable";
System.out.println("Creating table...");
createTable(tableName, ddbClient);
System.out.println("Populating table...");
writeData(tableName, ddbClient, 100, 10);
DynamoDbAsyncClient testClient = null;
if (daxClient != null) {
testClient = daxClient;
} else {
testClient = ddbClient;
}
System.out.println("Running GetItem and Query tests...");
System.out.println("First iteration of each test will result in cache misses");
System.out.println("Next iterations are cache hits\n");
// GetItem
getItemTest(tableName, testClient, 10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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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
queryTest(tableName, testClient, 100, 2, 9, 5);

}

System.out.println("Deleting table...");
deleteTable(tableName, ddbClient);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String tableName, DynamoDbAsyncClient client) {
try {
System.out.println("Attempting to create table; please wait...");
client.createTable(Creat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Schema(KeySchemaElement.builder()
.keyType(KeyType.HASH)
.attributeName("pk")
.build(), KeySchemaElement.builder()
.keyType(KeyType.RANGE)
.attributeName("sk")
.build())
.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pk")
.attributeType(ScalarAttributeType.N)
.build(), 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sk")
.attributeType(ScalarAttributeType.N)
.build())
.billingMode(BillingMode.PAY_PER_REQUEST)
.build()).get();
client.waiter().waitUntilTableExists(Describ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get();
System.out.println("Successfully created table.");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create table: ");
e.printStackTrace();
}

private static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DynamoDbAsyncClient client) {
try {
System.out.println("\nAttempting to delete table; please wait...");
client.deleteTable(Delet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get();
client.waiter().waitUntilTableNotExists(Describ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get();
System.out.println("Successfully deleted table.");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delete table: ");
e.printStackTrace();
}

private static void writeData(String tableName, DynamoDbAsyncClient client, int pkmax,
int skmax) {
System.out.println("Writing data to the table...");
int stringSize = 1000;
StringBuilder sb = new StringBuilder(stringSize);
for (int i = 0; i < stringSize; i++) {
sb.appen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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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someData = sb.toString();

ipk));

try {
for (int ipk = 1; ipk <= pkmax; ipk++) {
System.out.println(("Writing " + skmax + " items for partition key: " +

for (int isk = 1; isk <= skmax; isk++) {
client.putItem(PutItem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item(Map.of("pk", attr(ipk), "sk", attr(isk), "someData",
attr(someData)))
.build()).get();
}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write item:");
e.printStackTrace();
}
}
private static AttributeValue attr(int n) {
return AttributeValue.builder().n(String.valueOf(n)).build();
}
private static AttributeValue attr(String s) {
return AttributeValue.builder().s(s).build();
}
private static void getItemTest(String tableName, DynamoDbAsyncClient client, int pk,
int sk, int iterations) {
long startTime, endTime;
System.out.println("GetItem test - partition key 1-" + pk + " and sort keys 1-" +
sk);

}

for (int i = 0; i < iterations; i++) {
startTime = System.nanoTime();
try {
for (int ipk = 1; ipk <= pk; ipk++) {
for (int isk = 1; isk <= sk; isk++) {
client.getItem(GetItem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Map.of("pk", attr(ipk), "sk", attr(isk)))
.build()).get();
}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get item:");
e.printStackTrace();
}
endTime = System.nanoTime();
printTime(startTime, endTime, pk * sk);
}

private static void queryTest(String tableName, DynamoDbAsyncClient client, int pk, int
sk1, int sk2, int iterations) {
long startTime, endTime;
System.out.println("Query test - partition key 1-" + pk + " and sort keys between "
+ sk1 + " and " + sk2);
for (int i = 0; i < iterations; i++) {
startTime = System.nanoTime();
for (int ipk = 1; ipk <= pk; ipk++) {
try {
// Pagination API for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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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kval2")

client.queryPaginator(Query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ConditionExpression("pk = :pkval and sk between :skval1

.expressionAttributeValues(Map.of(":pkval", attr(ipk),
":skval1", attr(sk1), ":skval2", attr(sk2)))
.build()).items().subscribe((item) -> {
}).get();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query table:");
e.printStackTrace();
}
}
endTime = System.nanoTime();
printTime(startTime, endTime, pk);
}
}
private static void printTime(long startTime, long endTime, int iterations) {
System.out.format("\tTotal time: %.3f ms - ", (endTime - startTime) / (1000000.0));
System.out.format("Avg time: %.3f ms\n", (endTime - startTime) / (iterations *
1000000.0));
}

}

.NET 및 DAX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NET 샘플을 실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Note
이 자습서에서는 .NET 6 SDK를 사용하지만 .NET Core SDK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Amazon
VPC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에 액세스하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원하는 경우 AWS Toolkit for Visual Studio를 사용하여 .NET 애플리케이션을 작
성하고 VPC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설명서에서 AWS Toolkit for Visual Studio를 사용
한 .NET 내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배포를 참조하세요.

DAX에 대한 .NET 샘플을 실행하려면
1.

Microsoft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여 최신 버전의 .NET 6(또는 .NET Core) SDK for Linux를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dotnet-sdk-N.N.N-linux-x64.tar.gz입니다.

2.

SDK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mkdir dotnet
tar zxvf dotnet-sdk-N.N.N-linux-x64.tar.gz -C dotnet

N.N.N을 .NET SDK의 실제 버전 번호로 바꿉니다.(예: 6.0.100).
3.

설치를 확인합니다.
alias dotnet=$HOME/dotnet/dotnet
dotnet --version

.NET SDK의 버전 번호를 인쇄합니다.

Note
버전 번호 대신 다음 오류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error: libunwind.so.8: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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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해결하려면 libunwind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sudo yum install -y libunwind

이를 완료한 후에는 오류 없이 dotnet --version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NET 프로젝트 생성.
dotnet new console -o myApp

일회성 설정을 수행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완료되고 나면 샘플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dotnet run --project myApp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Hello World!
5.

myApp/myApp.csproj 파일에는 프로젝트 관련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DA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려면 파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Project Sdk="Microsoft.NET.Sdk">
<PropertyGroup>
<OutputType>Exe</OutputType>
<TargetFramework>net6.0</TargetFramework>
</PropertyGroup>
<ItemGroup>
<PackageReference Include="AWSSDK.DAX.Client" Version="*" />
</ItemGroup>
</Project>

6.

샘플 프로그램 소스 코드(.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wget http://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samples/TryDax.zip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소스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unzip TryDax.zip

7.

이제 한 번에 하나씩 샘플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각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myApp/Program.cs로 복
사한 다음 MyApp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다음 .NET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첫 프로그램은 TryDaxTable이라는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
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를 씁니다.
cp TryDax/dotNet/01-CreateTable.cs myApp/Program.cs
dotnet run --project myApp
cp TryDax/dotNet/02-Write-Data.cs myApp/Program.cs
dotnet run --project myApp

8.

다음으로 일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DAX 클러스터에서 GetItem, Query 및 Scan 작업을 수행합니다.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Using the DynamoDB console(DynamoDB 콘솔 사용) - DAX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
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콘솔에 표시됩니다.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 AWS CLI 사용 -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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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ax describe-clusters --query "Clusters[*].ClusterDiscoveryEndpoint"

다음 예제와 같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출력에 표시됩니다.
{

}

"Address":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Port": 8111,
"URL":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명령줄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샘플 엔드포인트를
실제 DAX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로 바꿉니다.)
cp TryDax/dotNet/03-GetItem-Test.cs myApp/Program.cs
dotnet run --project myApp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cp TryDax/dotNet/04-Query-Test.cs myApp/Program.cs
dotnet run --project myApp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cp TryDax/dotNet/05-Scan-Test.cs myApp/Program.cs
dotnet run --project myApp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GetItem, Query 및 Scan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 정보(밀리초)를 기록해 둡니다.
9.

다음 .NET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TryDaxTable를 삭제합니다.
cp TryDax/dotNet/06-DeleteTable.cs myApp/Program.cs
dotnet run --project myApp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을 참조하세요.
• 01-CreateTable.cs (p. 693)
• 02-Write-Data.cs (p. 694)
• 03-GetItem-Test.cs (p. 695)
• 04-Query-Test.cs (p. 696)
• 05-Scan-Test.cs (p. 697)
• 06-DeleteTable.cs (p. 698)

01-CreateTable.cs
01-CreateTable.cs 프로그램은 테이블(TryDaxTable)을 만듭니다. 이 단원의 나머지 .NET 프로그램은
이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 Copyright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SPDX-License-Identifier: Apache-2.0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Collections.Generic;
System.Threading.Tasks;
Amazon.DynamoDBv2;
Amazon.DynamoDBv2.Model;

namespace Clien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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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Program
{
public static async Task Main(string[] args)
{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AttributeName = "pk",KeyType = "HASH"},
new KeySchemaElement{ AttributeName = "sk",KeyType = "RANGE"}
},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AttributeName = "pk",AttributeType = "N"},
new AttributeDefinition{ AttributeName = "sk",AttributeType = "N"}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
var response = await client.CreateTableAsync(request);

}

}

}

Console.WriteLine("Hit <enter> to continue...");
Console.ReadLine();

02-Write-Data.cs
02-Write-Data.cs 프로그램은 테스트 데이터를 TryDaxTable에 씁니다.

// Copyright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SPDX-License-Identifier: Apache-2.0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Collections.Generic;
System.Threading.Tasks;
Amazon.DynamoDBv2;
Amazon.DynamoDBv2.Model;

namespace ClientTest
{
class Program
{
public static async Task Main(string[] args)
{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string someData = new string('X', 1000);
var pkmax = 10;
var skmax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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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ar ipk = 1; ipk <= pkmax; ipk++)
{
Console.WriteLine($"Writing {skmax} items for partition key: {ipk}");
for (var isk = 1; isk <= skmax; isk++)
{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pk", new AttributeValue{N = ipk.ToString() } },
{ "sk", new AttributeValue{N = isk.ToString() } },
{ "someData", new AttributeValue{S = someData } }
}
};

}

}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PutItemAsync(request);

Console.WriteLine("Hit <enter> to continue...");
Console.ReadLine();

03-GetItem-Test.cs
03-GetItem-Test.cs 프로그램은 GetItem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 Copyright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SPDX-License-Identifier: Apache-2.0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Collections.Generic;
System.Threading.Tasks;
Amazon.DAX;
Amazon.DynamoDBv2.Model;
Amazon.Runtime;

namespace ClientTest
{
class Program
{
public static async Task Main(string[] args)
{
string endpointUri = args[0];
Console.WriteLine($"Using DAX client - endpointUri={endpointUri}");
var clientConfig = new DaxClientConfig(endpointUri)
{
AwsCredentials = FallbackCredentialsFactory.GetCredentials()
};
var client = new ClusterDaxClient(clientConfig);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pk = 1;
var sk = 10;
var iterations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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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startTime = System.DateTime.Now;
for (var i = 0; i < iterations; i++)
{
for (var ipk = 1; ipk <= pk; ipk++)
{
for (var isk = 1; isk <= sk; isk++)
{
var request = new Ge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pk", new AttributeValue {N = ipk.ToString()} },
{"sk", new AttributeValue {N = isk.ToString() }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GetItemAsync(request);
Console.WriteLine($"GetItem succeeded for pk: {ipk},sk: {isk}");
}
}
}
var endTime = DateTime.Now;
TimeSpan timeSpan = endTime - startTime;
Console.WriteLine($"Total time: {timeSpan.TotalMilliseconds} milliseconds");

}

}

}

Console.WriteLine("Hit <enter> to continue...");
Console.ReadLine();

04-Query-Test.cs
04-Query-Test.cs 프로그램은 Query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 Copyright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SPDX-License-Identifier: Apache-2.0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Collections.Generic;
System.Threading.Tasks;
Amazon.Runtime;
Amazon.DAX;
Amazon.DynamoDBv2.Model;

namespace ClientTest
{
class Program
{
public static async Task Main(string[] args)
{
string endpointUri = args[0];
Console.WriteLine($"Using DAX client - endpointUri={endpointUri}");
var clientConfig = new DaxClientConfig(endpointUri)
{
AwsCredentials = FallbackCredentialsFactory.GetCredentials()
};
var client = new ClusterDaxClient(client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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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var
var
var

pk = 5;
sk1 = 2;
sk2 = 9;
iterations = 5;

var startTime = DateTime.Now;
for (var i = 0; i < iterations; i++)
{
var request = new Query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ConditionExpression = "pk = :pkval and sk between :skval1
and :skval2",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pkval", new AttributeValue {N = pk.ToString()} },
{":skval1", new AttributeValue {N = sk1.ToString()} },
{":skval2", new AttributeValue {N = sk2.ToString()}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QueryAsync(request);
Console.WriteLine($"{i}: Query succeeded");
}
var endTime = DateTime.Now;
TimeSpan timeSpan = endTime - startTime;
Console.WriteLine($"Total time: {timeSpan.TotalMilliseconds} milliseconds");

}

}

}

Console.WriteLine("Hit <enter> to continue...");
Console.ReadLine();

05-Scan-Test.cs
05-Scan-Test.cs 프로그램은 Scan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 Copyright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SPDX-License-Identifier: Apache-2.0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Threading.Tasks;
Amazon.Runtime;
Amazon.DAX;
Amazon.DynamoDBv2.Model;

namespace ClientTest
{
class Program
{
public static async Task Main(string[] args)
{
string endpointUri = args[0];
Console.WriteLine($"Using DAX client - endpointUri={endpointUri}");
var clientConfig = new DaxClientConfig(endpointUri)
{
AwsCredentials = FallbackCredentialsFactory.GetCred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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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client = new ClusterDaxClient(clientConfig);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iterations = 5;
var startTime = DateTime.Now;
for (var i = 0; i < iterations; i++)
{
var 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ScanAsync(request);
Console.WriteLine($"{i}: Scan succeeded");
}
var endTime = DateTime.Now;
TimeSpan timeSpan = endTime - startTime;
Console.WriteLine($"Total time: {timeSpan.TotalMilliseconds} milliseconds");

}

}

}

Console.WriteLine("Hit <enter> to continue...");
Console.ReadLine();

06-DeleteTable.cs
06-DeleteTable.cs 프로그램은 TryDaxTable을 삭제합니다. 테스트를 완료한 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합
니다.

// Copyright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SPDX-License-Identifier: Apache-2.0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Threading.Tasks;
Amazon.DynamoDBv2.Model;
Amazon.DynamoDBv2;

namespace ClientTest
{
class Program
{
public static async Task Main(string[] args)
{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request = new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DeleteTableAsync(request);

}

Console.WriteLine("Hit <enter> to continue...");
Console.R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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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js 및 DAX
다음 단계에 따라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Node.js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DAX에 대한 Node.js 샘플을 실행하려면
1.

다음과 같이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Node.js를 설치합니다.
a.

노드 버전 관리자(nvm)를 설치합니다.
curl -o- https://raw.githubusercontent.com/nvm-sh/nvm/v0.35.3/install.sh | bash

b.

nvm을 사용하여 Node.js를 설치합니다.
nvm install 12.16.3

c.

Node.js가 설치되었고 올바르게 실행되는지 테스트합니다.
node -e "console.log('Running Node.js ' + process.version)"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Running Node.js v12.16.3
2.

노드 패키지 관리자(npm)를 사용하여 DAX Node.js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npm install amazon-dax-client

3.

샘플 프로그램 소스 코드(.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wget http://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samples/TryDax.zip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소스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unzip TryDax.zip

4.

다음 Node.js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첫 프로그램은 TryDaxTable이라는 Amazon DynamoDB 테이블
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를 씁니다.
node 01-create-table.js
node 02-write-data.js

5.

다음 Node.js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node 03-getitem-test.js
node 04-query-test.js
node 05-scan-test.js

6.

GetItem, Query 및 Scan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 정보(밀리초)를 기록해 둡니다.
전 단계에서 DynamoDB 엔드포인트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되, 이번
에는 GetItem, Query 및 Scan 작업을 DAX 클러스터에서 처리합니다.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결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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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ng the DynamoDB console(DynamoDB 콘솔 사용) - DAX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
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콘솔에 표시됩니다.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 AWS CLI 사용 -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query "Clusters[*].ClusterDiscoveryEndpoint"

다음 예제와 같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출력에 표시됩니다.
{

}

"Address":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Port": 8111,
"URL":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명령줄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node 03-getitem-test.js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node 04-query-test.js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node 05-scan-test.js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나머지 출력을 확인하여 시간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GetItem, Query, Scan에 대한 경과 시간은 DAX
가 DynamoDB보다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7.

다음 Node.js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TryDaxTable을 삭제합니다.
node 06-delete-table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을 참조하세요.
• 01-create-table.js (p. 700)
• 02-write-data.js (p. 701)
• 03-getitem-test.js (p. 702)
• 04-query-test.js (p. 703)
• 05-scan-test.js (p. 704)
• 06-delete-table.js (p. 705)

01-create-table.js
01-create-table.js 프로그램은 테이블(TryDaxTable)을 만듭니다. 이 단원의 나머지 Node.js 프로그
램은 이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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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const AmazonDaxClient = require('amazon-dax-client');
var AWS = require("aws-sdk");
var region = "us-west-2";
AWS.config.update({
region: region
});
var dynamodb = new AWS.DynamoDB() //low-level 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params = {
TableName : tableName,
KeySchema: [
{ AttributeName: "pk",
{ AttributeName: "sk",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pk",
{ AttributeName: "sk",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10,
WriteCapacityUnits: 10
}
};

KeyType: "HASH"}, //Partition key
KeyType: "RANGE" } //Sort key
AttributeType: "N" },
AttributeType: "N" }

dynamodb.createTable(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error("Unable to create table. Error JSON:", JSON.stringify(err, null, 2));
} else {
console.log("Created table. Table description JSON:", JSON.stringify(data, null,
2));
}
});

02-write-data.js
02-write-data.js 프로그램은 테스트 데이터를 TryDaxTable에 씁니다.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const AmazonDaxClient = require('amazon-dax-client');
var AWS = require("aws-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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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region = "us-west-2";
AWS.config.update({
region: region
});
var ddb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someData = "X".repeat(1000);
var pkmax = 10;
var skmax = 10;
for (var ipk = 1; ipk <= pkmax; ipk++)

{

for (var isk = 1; isk <= skmax; isk++) {
var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Item: {
"pk": ipk,
"sk": isk,
"someData": someData
}
};
//
//put item
ddbClient.put(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error("Unable to write data: ", JSON.stringify(err, null, 2));
} else {
console.log("PutItem succeeded");
}
});
}

}

03-getitem-test.js
03-getitem-test.js 프로그램은 GetItem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const AmazonDaxClient = require('amazon-dax-client');
var AWS = require("aws-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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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region = "us-west-2";
AWS.config.update({
region: region
});
var ddb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
var daxClient = null;
if (process.argv.length > 2) {
var dax = new AmazonDaxClient({endpoints: [process.argv[2]], region: region})
dax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service: dax });
}
var client = daxClient != null ? daxClient : ddb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pk = 1;
var sk = 10;
var iterations = 5;
for (var i = 0; i < iterations; i++) {
var startTime = new Date().getTime();
for (var ipk = 1; ipk <= pk; ipk++) {
for (var isk = 1; isk <= sk; isk++) {
var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Key:{
"pk": ipk,
"sk": isk
}
};

null, 2));

}

}

client.get(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error("Unable to read item. Error JSON:", JSON.stringify(err,

});

} else {
// GetItem succeeded
}

var endTime = new Date().getTime();
console.log("\tTotal time: ", (endTime - startTime) , "ms - Avg time: ", (endTime startTime) / iterations, "ms");
}

04-query-test.js
04-query-test.js 프로그램은 Query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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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const AmazonDaxClient = require('amazon-dax-client');
var AWS = require("aws-sdk");
var region = "us-west-2";
AWS.config.update({
region: region
});
var ddb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
var daxClient = null;
if (process.argv.length > 2) {
var dax = new AmazonDaxClient({endpoints: [process.argv[2]], region: region})
dax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service: dax });
}
var client = daxClient != null ? daxClient : ddb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var
var
var

pk = 5;
sk1 = 2;
sk2 = 9;
iterations = 5;

var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KeyConditionExpression: "pk = :pkval and sk between :skval1 and :skval2",
ExpressionAttributeValues: {
":pkval":pk,
":skval1":sk1,
":skval2":sk2
}
};
for (var i = 0; i < iterations; i++) {
var startTime = new Date().getTime();
client.query(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error("Unable to read item. Error JSON:", JSON.stringify(err, null,
2));
} else {
// Query succeeded
}
});
var endTime = new Date().getTime();
console.log("\tTotal time: ", (endTime - startTime) , "ms - Avg time: ", (endTime startTime) / iterations, "ms");
}

05-scan-test.js
05-scan-test.js 프로그램은 Scan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70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자습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실행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const AmazonDaxClient = require('amazon-dax-client');
var AWS = require("aws-sdk");
var region = "us-west-2";
AWS.config.update({
region: region
});
var ddb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
var daxClient = null;
if (process.argv.length > 2) {
var dax = new AmazonDaxClient({endpoints: [process.argv[2]], region: region})
dax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service: dax });
}
var client = daxClient != null ? daxClient : ddb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iterations = 5;
var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
var startTime = new Date().getTime();
for (var i = 0; i < iterations; i++) {
client.scan(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error("Unable to read item. Error JSON:", JSON.stringify(err, null,
2));
} else {
// Scan succeeded
}
});
}
var endTime = new Date().getTime();
console.log("\tTotal time: ", (endTime - startTime) , "ms - Avg time: ", (endTime startTime) / iterations, "ms");

06-delete-table.js
06-delete-table.js 프로그램은 TryDaxTable을 삭제합니다. 테스트를 완료한 후 이 프로그램을 실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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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const AmazonDaxClient = require('amazon-dax-client');
var AWS = require("aws-sdk");
var region = "us-west-2";
AWS.config.update({
region: region
});
var dynamodb = new AWS.DynamoDB();

//low-level client

var tableName = "TryDaxTable";
var params = {
TableName : tableName
};
dynamodb.deleteTable(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error("Unable to delete table. Error JSON:", JSON.stringify(err, null, 2));
} else {
console.log("Deleted table. Table description JSON:", JSON.stringify(data, null,
2));
}
});

Python 및 DAX
다음 절차를 따라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Python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DAX에 대한 Python 샘플을 실행하려면
1.

pip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DAX Pyth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pip install amazon-dax-client

2.

샘플 프로그램 소스 코드(.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wget http://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samples/TryDax.zip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소스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unzip TryDax.zip

3.

다음 Python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첫 프로그램은 TryDaxTable이라는 Amazon DynamoDB 테이블
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해당 테이블에 데이터를 씁니다.
API 버전 2012-08-10
70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자습서: 샘플 애플리케이션 실행

python 01-create-table.py
python 02-write-data.py

4.

다음 Python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python 03-getitem-test.py
python 04-query-test.py
python 05-scan-test.py

GetItem, Query 및 Scan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 정보(밀리초)를 기록해 둡니다.
5.

전 단계에서 DynamoDB 엔드포인트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되,
이번에는 GetItem, Query 및 Scan 작업을 DAX 클러스터에서 처리합니다.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Using the DynamoDB console(DynamoDB 콘솔 사용) - DAX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
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콘솔에 표시됩니다.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 AWS CLI 사용 -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query "Clusters[*].ClusterDiscoveryEndpoint"

다음 예제와 같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출력에 표시됩니다.
{

}

"Address":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Port": 8111,
"URL":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명령줄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python 03-getitem-test.py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python 04-query-test.py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python 05-scan-test.py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나머지 출력을 확인하여 시간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GetItem, Query, Scan에 대한 경과 시간은 DAX
가 DynamoDB보다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6.

다음 Python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TryDaxTable을 삭제합니다.
python 06-delete-table.py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을 참조하세요.
• 01-create-table.py (p. 708)
• 02-write-data.py (p. 708)
• 03-getitem-test.py (p. 709)
• 04-query-test.py (p. 710)
• 05-scan-test.py (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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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delete-table.py (p. 712)

01-create-table.py
01-create-table.py 프로그램은 테이블(TryDaxTable)을 만듭니다. 이 단원의 나머지 Python 프로그
램은 이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import boto3
def create_dax_table(dyn_resource=None):
"""
Creates a DynamoDB table.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return: The newly created table.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_name = 'TryDaxTable'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KeySchema': [
{'AttributeName': 'partition_key', 'KeyType': 'HASH'},
{'AttributeName': 'sort_key', 'KeyType': 'RANGE'}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partition_key', 'AttributeType': 'N'},
{'AttributeName': 'sort_key', 'AttributeType': 'N'}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10,
'WriteCapacityUnits': 10
}
}
table = dyn_resource.create_table(**params)
print(f"Creating {table_name}...")
table.wait_until_exists()
return table
if __name__ == '__main__':
dax_table = create_dax_table()
print(f"Created table.")

02-write-data.py
02-write-data.py 프로그램은 테스트 데이터를 TryDaxTable에 씁니다.
import boto3
def write_data_to_dax_table(key_count, item_size, dyn_resource=None):
"""
Writes test data to the demonstration table.
:param key_count: The number of partition and sort keys to use to populate the
table. The total number of items is key_count * key_count.
:param item_size: The size of non-key data for each test item.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
if dyn_resource i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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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some_data = 'X' * item_size
for partition_key in range(1, key_count + 1):
for sort_key in range(1, key_count + 1):
table.put_item(Item={
'partition_key': partition_key,
'sort_key': sort_key,
'some_data': some_data
})
print(f"Put item ({partition_key}, {sort_key}) succeeded.")
if __name__ == '__main__':
write_key_count = 10
write_item_size = 1000
print(f"Writing {write_key_count*write_key_count} items to the table. "
f"Each item is {write_item_size} characters.")
write_data_to_dax_table(write_key_count, write_item_size)

03-getitem-test.py
03-getitem-test.py 프로그램은 GetItem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예제는 eu-west-1
리전용입니다.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argparse
sys
time
amazondax
boto3

def get_item_test(key_count, iterations, dyn_resource=None):
"""
Gets items from the table a specified number of times. The time before the
first iteration and the time after the last iteration are both captured
and reported.
:param key_count: The number of items to get from the table in each iteration.
:param iterations: The number of iterations to run.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return: The start and end times of the test.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start = time.perf_counter()
for _ in range(iterations):
for partition_key in range(1, key_count + 1):
for sort_key in range(1, key_count + 1):
table.get_item(Key={
'partition_key': partition_key,
'sort_key': sort_key
})
print('.', end='')
sys.stdout.flush()
print()
end = time.perf_counter()
return star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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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__name__ == '__main__':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
parser.add_argument(
'endpoint_url', nargs='?',
help="When specified, the DAX cluster endpoint. Otherwise, DAX is not used.")
args = parser.parse_args()
test_key_count = 10
test_iterations = 50
if args.endpoint_url:
print(f"Getting each item from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
f"using the DAX client.")
# Use a with statement so the DAX client closes the cluster after completion.
with amazondax.AmazonDaxClient.resource(endpoint_url=args, region_name='eu-west-1')
as dax:
test_start, test_end = get_item_test(
test_key_count, test_iterations, dyn_resource=dax)
else:
print(f"Getting each item from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
f"using the Boto3 client.")
test_start, test_end = get_item_test(
test_key_count, test_iterations)
print(f"Total time: {test_end - test_start:.4f} sec. Average time: "
f"{(test_end - test_start)/ test_iterations}.")

04-query-test.py
04-query-test.py 프로그램은 Query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import argparse
import time
import sys
import amazondax
import boto3
from boto3.dynamodb.conditions import Key
def query_test(partition_key, sort_keys, iterations, dyn_resource=None):
"""
Queries the table a specified number of times. The time before the
first iteration and the time after the last iteration are both captured
and reported.
:param partition_key: The partition key value to use in the query. The query
returns items that have partition keys equal to this value.
:param sort_keys: The range of sort key values for the query. The query returns
items that have sort key values between these two values.
:param iterations: The number of iterations to run.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return: The start and end times of the test.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key_condition_expression = \
Key('partition_key').eq(partition_key) & \
Key('sort_key').between(*sort_keys)
start = time.perf_counter()
for _ in range(iterations):
table.query(KeyConditionExpression=key_condition_expression)
prin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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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stdout.flush()
print()
end = time.perf_counter()
return start, end
if __name__ == '__main__':
# pylint: disable=not-context-manager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
parser.add_argument(
'endpoint_url', nargs='?',
help="When specified, the DAX cluster endpoint. Otherwise, DAX is not used.")
args = parser.parse_args()
test_partition_key = 5
test_sort_keys = (2, 9)
test_iterations = 100
if args.endpoint_url:
print(f"Querying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using the DAX client.")
# Use a with statement so the DAX client closes the cluster after completion.
with amazondax.AmazonDaxClient.resource(endpoint_url=args.endpoint_url) as dax:
test_start, test_end = query_test(
test_partition_key, test_sort_keys, test_iterations, dyn_resource=dax)
else:
print(f"Querying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using the Boto3 client.")
test_start, test_end = query_test(
test_partition_key, test_sort_keys, test_iterations)
print(f"Total time: {test_end - test_start:.4f} sec. Average time: "
f"{(test_end - test_start)/test_iterations}.")

05-scan-test.py
05-scan-test.py 프로그램은 Scan에서 TryDaxTable 작업을 수행합니다.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argparse
time
sys
amazondax
boto3

def scan_test(iterations, dyn_resource=None):
"""
Scans the table a specified number of times. The time before the
first iteration and the time after the last iteration are both captured
and reported.
:param iterations: The number of iterations to run.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return: The start and end times of the test.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start = time.perf_counter()
for _ in range(iterations):
table.scan()
print('.', end='')
sys.stdout.flush()
print()
end = time.perf_counter()
return start,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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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__name__ == '__main__':
# pylint: disable=not-context-manager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
parser.add_argument(
'endpoint_url', nargs='?',
help="When specified, the DAX cluster endpoint. Otherwise, DAX is not used.")
args = parser.parse_args()
test_iterations = 100
if args.endpoint_url:
print(f"Scanning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using the DAX client.")
# Use a with statement so the DAX client closes the cluster after completion.
with amazondax.AmazonDaxClient.resource(endpoint_url=args.endpoint_url) as dax:
test_start, test_end = scan_test(test_iterations, dyn_resource=dax)
else:
print(f"Scanning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using the Boto3 client.")
test_start, test_end = scan_test(test_iterations)
print(f"Total time: {test_end - test_start:.4f} sec. Average time: "
f"{(test_end - test_start)/test_iterations}.")

06-delete-table.py
06-delete-table.py 프로그램은 TryDaxTable을 삭제합니다.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기능 테스트를 완료한 후 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import boto3
def delete_dax_table(dyn_resource=None):
"""
Deletes the demonstration table.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table.delete()
print(f"Deleting {table.name}...")
table.wait_until_not_exists()
if __name__ == '__main__':
delete_dax_table()
print("Table deleted!")

DAX를 사용하도록 기존 애플리케이션 수정
Amazon DynamoDB를 사용하는 Java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있는 경우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
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해야 합니다. DAX Java 클라이언트는 AWS SDK for Java
2.x에 포함되어 있는 DynamoDB 하위 수준 클라이언트와 매우 유사하므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항목 작업을 참조하세요.

Note
이 예제에서는 AWS SDK for Java 2.x를 사용합니다. 레거시 SDK for Java 1.x 버전의 경우 DAX를
사용하도록 기존 SDK for Java 1.x 애플리케이션 수정 (p. 1426)을 참조하세요.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 DynamoDB 클라이언트를 DAX 클라이언트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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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region = Region.US_EAST_1;
// Create an asynchronous DynamoDB client
DynamoDbAsyncClient client = DynamoDbAsyncClient.builder()
.region(region)
.build();
// Create an asynchronous DAX client
DynamoDbAsyncClient client = ClusterDaxAsyncClient.builder()
.overrideConfiguration(Configuration.builder()
.url(<cluster url>) // for example,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region(region)
.addMetricPublisher(cloudWatchMetricsPub) // optionally enable SDK
metric collection
.build())
.build();

또한 AWS SDK for Java 2.x에 포함된 상위 수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DynamoDB 클라이언트를 DAX 클
라이언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Region region = Region.US_EAST_1;
DynamoDbAsyncClient dax = ClusterDaxAsyncClient.builder()
.overrideConfiguration(Configuration.builder()
.url(<cluster url>) // for example,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region(region)
.build())
.build();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DynamoDbEnhancedClient.builder()
.dynamoDbClient(dax)
.build();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테이블의 항목 매핑 단원을 참조하세요.

DAX 클러스터 관리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에 대한 몇 가지 일반 관리 작업에 대해 설명
합니다.
주제
• DAX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IAM 권한 (p. 713)
• DAX 클러스터 크기 조정 (p. 715)
• DAX 클러스터 설정 사용자 지정 (p. 716)
•
•
•
•

TTL 설정 구성 (p. 717)
DAX에 대한 태그 지정 지원 (p. 718)
AWS CloudTrail 통합 (p. 719)
DAX 클러스터 삭제 (p. 719)

DAX 클러스터 관리를 위한 IAM 권한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를 관
리할 경우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권한 원칙
을 따르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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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은 DAX 관리 API에 대한 액세스 제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의 Amazon DynamoDB Accelerator를 참조하세요.

Not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IAM 및 DAX 클러스터 생성: DAX 클러스터 생성 (p. 666).
• IAM 및 DAX 데이터 영역 작업: DAX 액세스 제어 (p. 735).
DAX 관리 API의 경우 특정 리소스로 API 작업의 범위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Resource 요소를 "*"로 설정
해야 합니다. 이는 GetItem, Query, Scan 등의 DAX 데이터 영역 API 작업과 다릅니다. 데이터 영역 작업은
DAX 클라이언트를 통해 노출되며, 그러한 작업은 특정 리소스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IAM 정책 문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dax:*"
],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DAXCluster01"
]
}
]

이 정책의 의도는 DAXCluster01 클러스터에 대해서만 DAX 관리 API 호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간주합니
다.
이제 사용자가 다음 AWS CLI 명령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이 명령은 권한 없음 예외로 실패합니다. 기본 DescribeClusters API 호출을 특정 클러스터로 범위를 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구문상으로는 유효하지만 Resource 요소를 "*"로 설정해야 하기 때
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DAX 데이터 영역 호출(예: GetItem 또는 Query)을 DAXCluster01로
보내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이 호출은 성공합니다. DAX 데이터 영역 API의 범위를 특정 리소스(이 경우
DAXCluster01)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AX 관리 API와 DAX 데이터 영역 API를 모두 포괄하는 단일 IAM 정책을 작성하려면 정책 문서에 두 가지
별개의 명령문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명령문 중 하나는 DAX 데이터 영역 API를 다뤄야 하고, 다
른 명령문은 DAX 관리 API를 다뤄야 합니다.
다음 예제 정책은 이를 보여 줍니다. DAXDataAPIs 구문은 DAXCluster01 리소스로 범위가 지정되지만
DAXManagementAPIs의 리소스는 "*"가 되어야 합니다. 각 구문에 나온 작업은 예시용입니다. 애플리케이
션에서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AXDataAPIs",
"Action": [
"dax:GetItem",
"dax:BatchGetItem",

API 버전 2012-08-10
71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AX 클러스터 크기 조정
"dax:Query",
"dax:Scan",
"dax:PutItem",
"dax:UpdateItem",
"dax:DeleteItem",
"dax:BatchWriteItem"

}

]

}

],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DAXCluster01"
]},
{
"Sid": "DAXManagementAPIs",
"Action": [
"dax:CreateParameterGroup",
"dax:CreateSubnetGroup",
"dax:DecreaseReplicationFactor",
"dax:DeleteCluster",
"dax:DeleteParameterGroup",
"dax:DeleteSubnetGroup",
"dax:DescribeClusters",
"dax:DescribeDefaultParameters",
"dax:DescribeEvents",
"dax:DescribeParameterGroups",
"dax:DescribeParameters",
"dax:DescribeSubnetGroups",
"dax:IncreaseReplicationFactor",
"dax:ListTags",
"dax:RebootNode",
"dax:TagResource",
"dax:UntagResource",
"dax:UpdateCluster",
"dax:UpdateParameterGroup",
"dax:UpdateSubnetGroup"
],
"Effect": "Allow",
"Resource": [
"*"
]

DAX 클러스터 크기 조정
DAX 클러스터 크기를 조정할 때 2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읽기 전용 복제본을 클러
스터에 추가하는 수평적 조정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서로 다른 노드 유형을 선택하는 수직적 조정입니다. 애
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클러스터 크기 및 노드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은 DAX 클러스터 크기 조정
안내서 (p. 758) 단원을 참조하세요.

수평적 조정
수평적 조정을 사용하면 클러스터에 더 많은 읽기 전용 복제본을 추가하여 읽기 작업의 처리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일 DAX 클러스터는 최대 10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을 지원하며, 클러스터가 실행 중인 동안 복제
본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보여 주는 AWS CLI 예입니다. --new-replication-factor
인수는 클러스터의 총 노수 수를 지정합니다. 노드 중 하나는 기본 노드이고, 나머지 노드들은 읽기 전용 복
제본입니다.
aws dax increase-replication-fa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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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name MyNewCluster
--new-replication-factor 5

\

aws dax decrease-replication-factor \
--cluster-name MyNewCluster \
--new-replication-factor 3

Note
복제 인수를 수정하면 클러스터 상태가 modifying으로 변경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상태가
available로 변경됩니다.

세로 크기 조정
데이터 작업 집합이 큰 경우 대형 노드 유형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노드는
클러스터가 메모리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해주어 캐시 누락을 감소시키고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애
플리케이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DAX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노드는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DAX 클러스터가 쓰기 작업 속도가 높거나 캐시 누락이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더 큰 노드 유형을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쓰기 작업 및 캐시 누락은 클러스터의 기본 노드에서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더 큰
노드 유형을 사용하면 기본 노드의 성능이 향상되어 이러한 유형의 작업에 대한 처리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
다.
실행 중인 DAX 클러스터에서는 노드 유형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원하는 노드 유형으로 새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노드 유형의 전체 목록은 노드 (p. 662)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oudFormation, AWS CLI, AWS SDK 등을 사용하여 새 DAX 클러스터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CLI의 경우 --node-typ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노드 유형을 지정하세요.)

DAX 클러스터 설정 사용자 지정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 기본 설정이 사용됩니다.
• 유지 시간(TTL)을 5분으로 설정하여 자동 캐시 제거 활성화
• 가용 영역에 대한 기본 설정 없음
• 유지 관리 기간에 대한 기본 설정 없음
• 알림 비활성화됨
새로운 클러스터의 경우 생성 시에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사
용자 지정하려면 기본 설정 사용을 지우고 다음 설정을 수정합니다.
• 네트워크 및 보안 - 현재 AWS 리전 내에 있는 다른 가용 영역에서 개별 DAX 클러스터 노드의 실행을 허용
합니다. 기본 설정 없음를 선택하는 경우 노드가 AZ 사이에 자동으로 배분됩니다.
• 파라미터 그룹 -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적용되는 명명된 파라미터 집합입니다. 파라미터 그룹을 사용하
면 TTL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파라미터 그룹(기본 파라미터 그룹 default.dax.1.0 제
외) 내에서 지정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유지 관리 기간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가 클러스터의 노드에 적용되는 기간(주 단위)입니다. 유
지 관리 기간의 시작 날짜, 시작 시간 및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없음을 선택하면 리전별로
8시간 블록 시간 중에서 임의로 유지 관리 기간이 선택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유지 관리 기간 (p. 665)을
참조하십시오.

Note
파라미터 그룹 및 유지 관리 기간도 실행 중인 클러스터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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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이벤트가 발생하면 DAX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를 사용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알림을 구성하려면 [Topic for SNS notification] 선택기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하거나 기존 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 설정 및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개발자 가이드의
Amazon SNS 시작하기를 참조하세요.

TTL 설정 구성
DAX는 DynamoDB에서 읽어 들인 데이터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캐시를 유지합니다.
• 항목 캐시 - GetItem 또는 BatchGetItem을 사용하여 검색된 항목용입니다.
• 쿼리 캐시 - Query 또는 Scan을 사용하여 검색된 결과 집합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캐시 (p. 661) 및 쿼리 캐시 (p. 661) 단원을 참조하세요.
각 캐시의 기본 TTL은 5분입니다. 다른 TTL 설정을 사용하려면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 그룹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콘솔에서 수행하려면 탐색 창에서 DAX | Parameter
groups(DAX | 파라미터 그룹)를 선택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 그룹을 사용하여
새로운 DAX 클러스터를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이 예에서는 항목 캐시 TTL이 10분으로 설정
되어 있으며, 쿼리 캐시 TTL은 3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새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aws dax create-parameter-group \
--parameter-group-name custom-ttl

2.

항목 캐시 TTL을 10분(600000밀리초)으로 설정합니다.
aws dax update-parameter-group \
--parameter-group-name custom-ttl \
--parameter-name-values "ParameterName=record-ttl-millis,ParameterValue=600000"

3.

쿼리 캐시 TTL을 3분(180000밀리초)으로 설정합니다.
aws dax update-parameter-group \
--parameter-group-name custom-ttl \
--parameter-name-values "ParameterName=query-ttl-millis,ParameterValue=180000"

4.

파라미터를 올바르게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aws dax describe-parameters --parameter-group-name custom-ttl \
--query "Parameters[*].[ParameterName,Description,ParameterValue]"

이제는 이러한 파라미터 그룹을 사용하여 새 DAX 클러스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ws dax create-cluster \
--cluster-name MyNewCluster \
--node-type dax.r3.large \
--replication-factor 3 \
--iam-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DAXServiceRole \
--parameter-group custom-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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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실행 중인 DAX 인스턴스에서 사용 중인 파라미터 그룹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DAX에 대한 태그 지정 지원
DynamoDB를 비롯한 여러 AWS 서비스에서 리소스에 사용자 정의 이름으로 레이블을 지정하는 기능인 태
그 지정을 지원합니다. DAX 클러스터에 태그를 지정하여, 동일한 태그를 가진 모든 AWS 리소스를 빠르게
식별하거나, 지정한 태그별로 AWS 청구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리소스에 태그 및 레이블 추가 (p. 326)을 참조하십시오.

AWS Management Console 사용
DAX 클러스터 태그를 관리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DAX에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3.

사용하려는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4.

[Tags]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태그를 추가하거나, 태그 목록을 보거나,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되었으면 Apply Changes를 선택합니다.

AWS CLI 사용
AWS CLI를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 태그를 관리할 경우 먼저 클러스터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확
인해야 합니다. 다음 예는 MyDAXCluster라는 클러스터의 ARN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
--cluster-name MyDAXCluster \
--query "Clusters[*].ClusterArn"

출력에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MyDAXCluster와 같은 ARN이 표시될 것입
니다.
다음 예는 클러스터에 태그를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dax tag-resource \
--resource-name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MyDAXCluster \
--tags="Key=ClusterUsage,Value=prod"

클러스터의 모든 태그 목록을 나열합니다.
aws dax list-tags \
--resource-name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MyDAXCluster

태그를 제거하려면 해당 키를 지정합니다.
aws dax untag-resource \
--resource-name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MyDAXCluster \
--tag-keys Cluster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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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Trail 통합
DAX가 AWS CloudTrail과 통합되어 DAX 클러스터 작업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loudTrail 로그
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수준에서 수행된 모든 변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드, 서브넷 그룹 및 파라미터
그룹 같은 클러스터 구성 요소에 대한 변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p. 1140)을 참조하십시오.

DAX 클러스터 삭제
DAX 클러스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리소스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
당 클러스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입니다.
aws dax delete-cluster --cluster-name mydaxcluster

DAX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와 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생하는 다중 지점 실패를 보다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AWS 솔루션의 모든 부분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DAX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의 목표
• 모니터링할 리소스
• 이러한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빈도
• 사용할 모니터링 도구
• 모니터링 태스크를 수행할 사람
• 문제 발생 시 알려야 할 대상
다음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성능을 측정하여 환경에서 일반 DAX 성능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DAX를 모니터링할 때 과거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장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
는 현재 성능 데이터와 비교하고, 일반 성능 패턴과 성능 이상을 식별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존을 설정하려면 로드 테스트 중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최소한 다음 항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CPU 사용률 및 조정된 요청 - 클러스터에서 더 큰 노드 유형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클러스터의 CPU 사용률은 CPUUtilization CloudWatch 지표 (p. 721)를 통해 제공됩니다.
• 작업 지연 시간(클라이언트 측에서 측정)은 애플리케이션의 지연 시간 요구 사항 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
어야 합니다.
• 오류 발생률은 ErrorRequestCount, FaultRequestCount 및 FailedRequestCount CloudWatch
지표 (p. 7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전 항목 외에도 프로덕션 환경에서 최소한 다음 항목을 추가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추정된 데이터베이스 크기 및 제거된 크기 - 클러스터의 노드 유형에 작업 세트를 보유할 충분한 메모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연결 -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에 설명되지 않은 스파이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71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모니터링 도구

주제
• 모니터링 도구 (p. 720)
•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링 (p. 721)
•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AX 작업 로깅 (p. 734)

모니터링 도구
AWS는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
한 도구 중에는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며, 수동 작업이 필요한 몇 가지
도구도 있습니다. 모니터링 태스크를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
• 자동 모니터링 도구 (p. 720)
• 수동 모니터링 도구 (p. 720)

자동 모니터링 도구
다음과 같은 자동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DAX를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Amazon CloudWatch 경보 – 지정한 기간 동안 단일 지표를 감시하고, 여러 기간에 대해 지정된 임계값과
관련하여 지표 값을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태스크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주제 또는 Amazon EC2 Auto Scaling 정책에 전송되는 알림입니다. CloudWatch
경보는 특정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태스크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경되고 지정한 기간 동
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링 (p. 1122) 단원을 참조하
세요.
• Amazon CloudWatch Logs – AWS CloudTrail 또는 기타 소스의 로그 파일을 모니터링, 저장 및 액세스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로그 파일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 Amazon CloudWatch Events – 이벤트를 일치시키고 하나 이상의 대상 함수 또는 스트림으로 라우팅하여
값을 변경하거나 상태 정보를 캡처하거나 수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Event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 AWS CloudTrail Log Monitoring – 계정 간에 로그 파일을 공유하고, CloudTrail 로그 파일을 CloudWatch
Logs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Java에서 로그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CloudTrail에
서 전송한 후 로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의
CloudTrail 로그 파일 작업을 참조하세요.

수동 모니터링 도구
DAX 모니터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CloudWatch 경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수동으로 모니터링해
야 한다는 점입니다. DAX, CloudWatch, Trusted Advisor 및 기타 AWS Management Console 대시보드에서
는 AWS 환경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DAX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DAX 대시보드는 다음을 보여줍니다.
• 서비스 상태
• CloudWatch 홈 페이지에 다음이 표시됩니다.
• 현재 경보 및 상태
• 경보 및 리소스 그래프
• 서비스 상태
또한 CloudWatch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정의 대시보드를 생성하여 관심 있는 서비스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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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데이터를 그래프로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추세 파악.
• 모든 AWS 리소스 지표를 검색하고 찾아보기
•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경보 생성 및 편집.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링
DAX에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읽기 가능하며 실시간에 가까운 지표로 처리하는 Amazon CloudWatch를
통해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2주 동안 기록됩니
다. 그러면 기록 정보에 액세스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AX 지표 데이터는 CloudWatch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주제
• DAX 지표 사용 방법 (p. 721)
• DAX 지표 및 차원 보기 (p. 721)
• DAX를 모니터링하는 CloudWatch 경보 생성 (p. 733)

DAX 지표 사용 방법
DAX에서 보고하는 지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이 기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
표 사용 사례입니다. 모든 사용 사례를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시작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용 방법

관련 지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

FaultRequestCount를 모니터링하여 HTTP 500(서버 오류) 코드가
발생한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기본 테이블의 SystemErrors
지표에서 DAX 내부 서비스 오류 또는 HTTP 500을 나타낼 수 있습니
다.

사용자 오류가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

ErrorRequestCount를 모니터링하여 HTTP 400(클라이언트 오류)
코드가 발생한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류 개수가 증가하면 이를
조사하여 올바른 클라이언트 요청을 전송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캐시 누락이 발생했는지 여부 확
인

ItemCacheMisses를 모니터링하여 캐시에서 항목을 찾지 못한 횟수
를 확인하고 QueryCacheMisses 및 ScanCacheMisses를 모니터
링하여 캐시에서 쿼리 또는 스캔 결과를 찾지 못한 횟수를 확인합니다.

모니터 캐시 적중률

CloudWatch 지표 수식으로 수학 표현식을 사용하여 캐시 적중률 지표
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항목 캐시의 경우 표현식 m1/SUM([m1, m2])*1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1은 ItemCacheHits 지표이고 m2는 클러스터
의 ItemCacheMisses 지표입니다. 쿼리 및 스캔 캐시의 경우 해당하
는 쿼리 및 스캔 캐시 지표를 사용하여 동일한 패턴을 따를 수 있습니
다.

DAX 지표 및 차원 보기
Amazon DynamoDB는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때 다음 지표와 차원을 Amazon CloudWatch로 전송합니다. 다
음 절차에 따라 DynamoDB Accelerator(DAX)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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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보려면(콘솔)
지표는 먼저 서비스 네임스페이스별로 그룹화된 다음, 각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다양한 차원 조합별로 그룹화
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지표(Metrics)를 선택합니다.

3.

DAX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지표()를 보는 방법AWS CLI
•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cloudwatch list-metrics --namespace "AWS/DAX"

DAX 지표 및 차원
다음 단원에서는 DAX에서 CloudWatch로 전송하는 지표와 차원을 설명합니다.

DAX 지표
DA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DAX는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한해 지표를
CloudWatch에 전송합니다.

Note
CloudWatch에서는 1분 간격으로 다음의 DAX 지표를 집계합니다.
• CPUUtilization
• CacheMemoryUtilization
• NetworkBytesIn
• NetworkBytesOut
• NetworkPacketsIn
• NetworkPacketsOut
• GetItemRequestCount
• BatchGetItemRequestCount
• BatchWriteItemRequestCount
• DeleteItemRequestCount
• PutItemRequestCount
• UpdateItemRequestCount
• TransactWriteItemsCount
• TransactGetItemsCount
• ItemCacheHits
• ItemCacheMisses
• QueryCacheHits
• QueryCacheMisses
• ScanCacheHits
• ScanCacheMisses
• TotalRequestCount
• ErrorRequest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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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ultRequestCount
• FailedRequestCount
• QueryRequestCount
• ScanRequestCount
• ClientConnections
• EstimatedDbSize
• EvictedSize
• CPUCreditUsage
• CPUCreditBalance
• CPUSurplusCreditBalance
• CPUSurplusCreditsCharged
Average나 Sum처럼 모든 지표에 적용되지 않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모두 DAX 콘솔,
CloudWatch 콘솔, AWS CLI 또는 AWS SDK(모든 지표에 대해)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각
지표마다 적용되는 유효한 통계 목록이 있습니다.
지표

설명

CPUUtilization

노드 또는 클러스터의 CPU 사용률의 백분율입니다.
단위: Perce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CacheMemoryUtilization

사용 가능한 캐시 메모리 중 노드 또는 클러스터의 항목 캐시 및 쿼리
캐시에서 사용 중인 메모리의 비율입니다. 메모리 사용률이 100%에
도달하기 전에 캐시된 데이터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EvictedSize
지표 참조). 어느 노드에서든 CacheMemoryUtilization이 100%
에 도달하면 쓰기 요청이 제한되며 노드 유형이 더 큰 클러스터로 전
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위: Perce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NetworkBytesIn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바이트 수
입니다.
단위: Bytes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API 버전 2012-08-10
72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링

지표

설명

NetworkBytesOu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바이트 수
입니다. 이 지표는 단일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서 발신 트래픽의 볼륨
을 바이트 수 기준으로 식별합니다.
단위: Bytes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NetworkPacketsIn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패킷 수입
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NetworkPacketsOu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패킷 수입
니다. 이 지표는 단일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서 발신 트래픽의 볼륨을
패킷 수 기준으로 식별합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GetItem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GetItem 요청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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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GetItem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BatchGetItem 요청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BatchWriteItem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BatchWriteItem 요청의 수입니
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DeleteItem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DeleteItem 요청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PutItem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PutItem 요청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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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Item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UpdateItem 요청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TransactWriteItems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TransactWriteItems 요청의 수
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TransactGetItems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TransactGetItems 요청의 수입니
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ItemCacheHits

항목이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 의해 캐시에서 반환된 횟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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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CacheMisses

항목이 노드 또는 클러스터 캐시에 없어서 DynamoDB에서 검색해야
했던 횟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QueryCacheHits

쿼리 결과가 노드 또는 클러스터 캐시에서 반환된 횟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QueryCacheMisses

쿼리 결과가 노드 또는 클러스터 캐시에 없어서 DynamoDB에서 검
색해야 했던 횟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ScanCacheHits

스캔 결과가 노드 또는 클러스터 캐시에서 반환된 횟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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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CacheMisses

스캔 결과가 노드 또는 클러스터 캐시에 없어서 DynamoDB에서 검
색해야 했던 횟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Total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총 요청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rror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서 사용자 오류를 보고한 총 요청 수입니다. 노
드 또는 클러스터에서 제한한 요청이 포함됩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Throttled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서 제한한 총 요청의 수입니다. DynamoDB에
서 제한한 요청은 DynamoDB Metrics (p. 1122)를 사용하여 모니터
링할 수 있습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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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서 내부 오류를 보고한 총 요청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Failed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서 오류를 보고한 총 요청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Query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쿼리 요청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ScanRequestCount

노드 또는 클러스터가 처리하는 스캔 요청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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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Connections

클라이언트가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 연결한 동시 연결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stimatedDbSize

노드 또는 클러스터에 의해 항목 캐시 및 쿼리 캐시에 캐시된 데이터
양(근사치)입니다.
단위: Bytes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EvictedSize

새로 요청된 데이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드 또는 클러스
터가 제거한 데이터 양입니다. 누락률이 상승하고 이 지표도 증가하
면 아마도 작업 집합이 증가한 것입니다. 더 큰 노드 유형이 있는 클러
스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위: Bytes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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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CreditUsage

CPU 사용률을 위해 노드에서 소비되는 CPU 크레딧의 수입니다.
CPU 크레딧 하나는 1분 동안 100%의 사용률로 실행되는 vCPU 1개
또는 이와 동등한 vCPU, 사용률 및 시간의 조합과 동일합니다(예를
들어 2분 동안 50%의 사용률로 실행되는 vCPU 1개 또는 2분 동안
25%의 사용률로 실행되는 vCPU 2개).
CPU 크레딧 지표는 5분 간격으로만 제공됩니다. 5분 이상의 시간을
지정할 경우 Average 대신 Sum 통계를 사용하세요.
단위: Credits (vCPU-minutes)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CPUCreditBalance

시작 이후 노드가 누적한 획득 CPU 크레딧 수입니다.
크레딧은 획득 이후에 크레딧 밸런스에 누적되고, 소비 시 크레딧 밸
런스에서 소멸됩니다. 크레딧 밸런스는 최대 한도(DAX 노드 크기에
따라 결정)가 있습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새로 획득한 크레딧이 모두
삭제됩니다.
CPUCreditBalance의 크레딧은 노드가 기준 CPU 사용률 이상으
로 늘리는 데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단위: Credits (vCPU-minutes)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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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SurplusCreditBalance

CPUCreditBalance 값이 0일 때 DAX 노드에서 소비된 잉여 크레
딧의 수 입니다.
획득한 CPU 크레딧에 따라 CPUSurplusCreditBalance 값이 청
산됩니다. 잉여 크레딧의 수가 노드가 24시간 동안 획득할 수 있는 최
대 크레딧 수를 초과한 경우 최대 값 이상으로 소비된 잉여 크레딧은
추가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단위: Credits (vCPU-minutes)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CPUSurplusCreditsCharged

획득한 CPU 크레딧으로 청산되지 않는 소비 잉여 크레딧의 수로, 추
가 요금으로 부과됩니다.
소비한 잉여 크레딧이 노드가 24시간 동안 획득할 수 있는 최대 크레
딧 수를 초과하는 경우 소비한 잉여 크레딧에 요금이 부과됩니다. 해
당 시간이 끝나거나 노드가 종료될 때 최대 값 이상으로 소비한 잉여
크레딧에 요금이 부과됩니다.
단위: Credits (vCPU-minutes)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Note
CPUCreditUsage, CPUCreditBalance, CPUSurplusCreditBalance 및
CPUSurplusCreditsCharged 지표는 T3 노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X 지표의 차원
DAX의 지표는 계정, 클러스터 ID 또는 클러스터 ID 및 노드 ID 조합의 값으로 한정됩니다. CloudWatch 콘솔
을 사용하면 다음 표의 어떤 차원이든지 함께 DAX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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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CloudWatch
설명
지
표
네
임
스
페
이
스

Account

계정의 모든 노드에 대해 집계된 통계를
DAX
제공합니다.
Metrics

ClusterId

데이터를 클러스터로 제한합니다.
Cluster
Metrics

ClusterId, NodeId

데이터를 클러스터 내 노드로 제한합니
ClusterId,
다.
NodeId

DAX를 모니터링하는 CloudWatch 경보 생성
경보 때문에 상태가 변경되면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메시지를 보내는 Amazon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경보는 지정한 기간 동안 단일 지표를 감시합니다. 경보는 기간 수
에 대한 주어진 임계값과 지표 값을 비교하여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Amazon SNS 주제
또는 Auto Scaling 정책으로 전송되는 알림입니다. 경보는 지속적인 상태 변경에 대해서만 작업을 호출합니
다. CloudWatch 경보는 단순히 특정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작업을 호출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경되어 지정된
기간 수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쿼리 캐시 누락 알림을 받는 방법
1.

Amazon SNS 주제 arn:aws:sns:us-west-2:522194210714:QueryMissAlarm을 생성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설정을 참조하
세요 .
경보를 만듭니다.
aws cloudwatch put-metric-alarm \
--alarm-name QueryCacheMissesAlarm \
--alarm-description "Alarm over query cache misses" \
--namespace AWS/DAX \
--metric-name QueryCacheMisses \
--dimensions Name=ClusterID,Value=myCluster \
--statistic Sum \
--threshold 8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OrEqualToThreshold \
--period 60 \
--evaluation-periods 1 \
--alarm-actions arn:aws:sns:us-west-2:522194210714:QueryMissAlarm

3.

경보를 테스트합니다.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QueryCacheMisses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OK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QueryCacheMisses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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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애플리케이션에 적절하게 임계값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CloudWatch 지표 수식을 사
용하여 캐시 누락 비율 지표를 정의하고 해당 지표에 대해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으로 인해 클러스터에서 내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알림을 받는 방법
1.

Amazon SNS 주제 arn:aws:sns:us-west-2:123456789012:notify-on-system-errors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설정을 참조하
세요 .

2.

경보를 만듭니다.
aws cloudwatch put-metric-alarm \
--alarm-name FaultRequestCountAlarm \
--alarm-description "Alarm when a request causes an internal error" \
--namespace AWS/DAX \
--metric-name FaultRequestCount \
--dimensions Name=ClusterID,Value=myCluster \
--statistic Sum \
--threshold 0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period 60 \
--unit Count \
--evaluation-periods 1 \
--alarm-actions arn:aws:sns:us-east-1:123456789012:notify-on-system-errors

3.

경보를 테스트합니다.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FaultRequestCount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OK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FaultRequestCount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ALARM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AX 작업 로깅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는 DAX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 AWS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레
코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AWS CloudTrail과 통합됩니다.
DAX 및 CloudTrai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p. 1140)의
DynamoDB Accelerator(DAX) 단원을 참조하세요.

DAX T3/T2 버스트 가능 인스턴스
DAX를 사용하면 고정 성능 인스턴스(R4, R5 등)와 버스트 가능 성능 인스턴스(T2, T3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스트 가능 성능 인스턴스는 기본 수준의 CPU 성능 외에 필요할 경우 기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
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성능과 기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은 CPU 크레딧에 의해 좌우됩니다. 버스트 가능 성능 인스턴스
는 워크로드가 기준 임계값보다 낮을 때 인스턴스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속도로 CPU 크레딧을 지속적으로
누적합니다. 이러한 크레딧은 워크로드가 증가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U 크레딧은 1분 동안 CPU 코어
의 전체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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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워크로드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CPU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매우 빠른 CPU에 완전히
액세스할 수 있으면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버스트 가능 성능 인스턴스는 이러한 사용 사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높은 CPU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정 성능 인스턴스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AX T2 인스턴스 패밀리
DAX T2 인스턴스는 버스트 가능 범용 성능 인스턴스로, 기본 수준의 CPU 성능 외에 필요할 경우 기준 이상
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T2 인스턴스는 가격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 테스트 및 개발 워크로드
에 적합합니다. DAX T2 인스턴스는 스탠더드 모드로 구성됩니다. 즉, 인스턴스의 누적된 크레딧이 부족해지
면 CPU 사용률이 점차 기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스탠더드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에서 버스트 가능 성능 인스턴스의 스탠더드 모드를 참조하세요.

DAX T3 인스턴스 패밀리
DAX T3 인스턴스는 차세대 버스트 가능 범용 인스턴스 유형으로서, 기본 수준의 CPU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CPU 사용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T3 인스턴스는 컴퓨팅, 메모리 및 네트워크 리소스
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CUP 사용량이 중간 정도이며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워크로드에 적합합니
다. DAX T3 인스턴스는 무제한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24시간 동안 기준 이상
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무제한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에서
버스트 가는 성능 인스턴스의 무제한 모드를 참조하세요.
DAX T3 인스턴스는 워크로드에 필요한 동안 높은 CPU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범용 워크로드
에서 T3 인스턴스는 추가 요금 없이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24시간 동안 T3 인스턴스의 평균 CPU 사용
률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중간에 발생하는 모든 사용량 급증에는 시간당 T3 인스턴스 가격이 자동으로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dax.t3.small 인스턴스는 시간당 CPU 크레딧 24개의 비율로 계속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 기능
은 CPU 코어의 20%에 해당하는 기준 성능을 제공합니다(20% × 60분 = 12분). 인스턴스가 받은 크레딧을 사
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크레딧은 CPU 크레딧 밸런스에 최대 576개 CPU 크레딧까지 저장됩니다. t3.small
인스턴스에서 코어의 20%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경우 CPU 크레딧 밸런스에서 가져와 이 급증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DAX T2 인스턴스는 CPU 크레딧 밸런스가 0으로 내려가면 기본 성능으로 제한되지만, DAX T3 인스턴스
는 CPU 크레딧 밸런스가 0인 경우에도 기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대해 평균
CPU 사용률이 기본 성능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CPU 버스트에 t3.small의 기본 시간당 가격이 적용됩니
다. CPU 크레딧 밸런스가 0이 된 후 24시간 동안 인스턴스가 평균 25% CPU 사용률(기준보다 5% 높음)로
실행되는 경우 11.52센트(9.6센트/vCPU 시간 × 1 vCPU × 5% × 24시간)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요금 세부 정
보는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DAX 액세스 제어
DynamoDB Accelerator(DAX)는 DynamoDB와 함께 작동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캐싱 계층을 원활하게 추
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DAX 및 DynamoDB의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은 별개입니다. 두 서비
스 모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각자의 보안 정책을 구현하지만 DAX와
DynamoDB의 보안 모델은 서로 다릅니다.
두 보안 모델을 모두 이해하여 DAX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알맞은 보안 조치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
다.
이 단원에서는 DAX가 제공하는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맞춤 설정할 수 있
는 샘플 IAM 정책을 제공합니다.
DynamoDB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개별 DynamoDB 리소스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는 IAM 정책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 DynamoDB 테이블에서 읽기 전용 작업만 수행하도록 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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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ID 및 액세스 관리” (p. 1079) 섹션을 참조
하세요.) 이에 비해, DAX 보안 모델은 클러스터 보안과 사용자를 대신하여 DynamoDB API 작업을 수행하는
클러스터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Warning
현재 IAM 역할 및 정책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면, DAX 사용으로 해당 정책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DAX를 통해 DynamoDB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DynamoDB에 직접 액세스하는 동일한 테이블에 대한 명시적 액세스
권한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ID 및 액세스 관리” (p. 1079)을 참조하
십시오.
DAX는 DynamoDB의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 수준 구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해
당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때 DAX 클러스터의 IAM 정책 권한을 상속합니다. 따라서 DAX를 통해
DynamoDB 테이블에 액세스하면 DAX 클러스터의 IAM 정책에 있는 권한만 액세스 제어 정책으로
적용됩니다. 다른 권한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격리가 필요한 경우 추가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이에 맞게 각 클러스터에 대한 IAM 정책 범위
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각 클러스터가 단일 테이블
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DAX의 IAM 서비스 역할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클러스터를 IAM 역할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클러스터에 대한 서비스 역할이
라고 합니다.
DAXCluster01이라는 새 DAX 클러스터를 생성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DAXServiceRole이라는
서비스 역할을 만들고 역할을 DAXCluster01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DAXServiceRole의 정책에서는
DAXCluster01과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DAXCluster01이 수행할 수 있는 DynamoDB 작업을 정
의합니다.
서비스 역할을 생성할 때는 DAXServiceRole과 DAX 서비스 자체 간에 신뢰 관계를 지정해야 합니다. 신뢰
관계는 역할을 수임하고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엔터티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DAXServiceRole의 신뢰 관계
문서의 예입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dax.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이 신뢰 관계에서는 DAX 클러스터가 사용자 대신 DAXServiceRole을 수임하고 DynamoDB API 호출을 수행
하도록 허용합니다.
허용되는 DynamoDB API 작업은 IAM 정책 문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DAXServiceRole에 연결됩
니다. 다음은 정책 문서의 예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axAccessPolicy",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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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PutItem",
"dynamodb:Ge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ConditionCheck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이 정책에서는 DAX가 DynamoDB 테이블에서 필요한 DynamoDB API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dynamodb:DescribeTable 작업은 DAX가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다른 작업
은 테이블의 항목에 대해 수행되는 읽기 및 쓰기 작업입니다. Books라는 테이블은 us-west-2 리전에 있으며
AWS 계정 ID 123456789012가 소유합니다.

DAX 클러스터 액세스를 허용하는 IAM 정책
DAX 클러스터를 생성했으면 사용자가 DAX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IAM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Alice라는 IAM 사용자에게 DAXCluster01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수
신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DAX 클러스터 및 DAX API 작업을 정의하는 IAM 정책(AliceAccessPolicy)을 만듭
니다. 그런 다음 이 정책을 사용자 Alice에게 연결하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수신자에게 DAXCluster01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dax:*"
],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DAXCluster01"
]
}
]

이 정책 문서에서는 DAX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하지만 DynamoDB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DynamoDB 권한은 DAX 서비스 역할에 의해 부여됩니다.)
먼저 사용자 Alice에 대해 위에 있는 정책 문서를 사용해 AliceAccessPolicy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해
당 정책을 Alice에 연결합니다.

Note
정책을 IAM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대신, IAM 역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역할을
수임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정책에 정의된 권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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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책에서는 DAX 서비스 역할과 함께 수신자가 DAX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DynamoDB 리소스 및
API 작업을 결정합니다.

사례 연구: DynamoDB 및 DAX 액세스
다음 시나리오는 DAX와 함께 사용하는 IAM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시나리오를 참조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를 보여주는 다이
어그램입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다음 엔터티가 있습니다.
• IAM 사용자(Bob)
• IAM 역할(BobUserRole). Bob은 런타임에 이 역할을 수임합니다.
• IAM 정책(BobAccessPolicy). 이 정책은 BobUserRole에 연결됩니다. BobAccessPolicy는
BobUserRole이 액세스할 수 있는 DynamoDB 및 DAX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 DAX 클러스터(DAXCluster01)
• IAM 서비스 역할(DAXServiceRole). 이 역할을 통해 DAXCluster01은 DynamoDB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 IAM 정책(DAXAccessPolicy). 이 정책은 DAXServiceRole에 연결됩니다. DAXAccessPolicy는
DAXCluster01이 액세스할 수 있는 DynamoDB API 및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 DynamoDB 테이블(Books)
BobAccessPolicy 및 DAXAccessPolicy의 정책 문 조합에서는 Bob이 Books 테이블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Bob은 Books에 직접 액세스하거나(DynamoDB 엔드포인트 사용), 간접 액
세스하거나(DAX 클러스터 사용),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Books에서 데이
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Books에 쓰거나 둘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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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에 액세스할 수는 있지만 DAX로는 액세스
할 수 없음

DynamoDB 테이블에 직접 액세스할 수는 있지만 DAX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간접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DynamoDB에 직접 액세스하는 경우 BobUserRole에 대한 권한은 (역할에 연결되는)
BobAccessPolicy에 의해 결정됩니다.

DynamoDB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전용)
Bob은 BobUserRole을 사용해 DynamoDB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BobAccessPolicy)에 연결
된 IAM 정책은 BobUserRole이 액세스할 수 있는 DynamoDB 테이블과 BobUserRole이 호출할 수 있는
API를 결정합니다.
BobAccessPolicy에 대해 다음 정책 문서를 고려해 보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이 문서가 BobAccessPolicy에 연결되어 있으면 BobUserRole이 DynamoDB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하고
Books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AX는 이 정책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DAX를 통한 액세스는 거부됩니다.
API 버전 2012-08-10
73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및 DAX에 대한 액세스

DynamoDB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전용)
BobUserRole이 DynamoDB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정책을 사용하면 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ConditionCheckItem"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마찬가지로 DAX는 이 정책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DAX를 통한 액세스는 거부됩니다.

DynamoDB 및 DAX에 대한 액세스

DAX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DAX 관련 작업을 IAM 정책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은 DynamoDB API에 있는 비슷한 이름의 작업에 대응되는 DAX 관련 작업입니다.
• dax:GetItem
• dax:BatchGetItem
• dax:Query
• dax: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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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x:PutItem
• dax:UpdateItem
• dax:DeleteItem
• dax:BatchWriteItem
• dax:ConditionCheckItem
dax:EnclosingOperation 조건 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ynamoDB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및 DAX에 대한 읽기 전용 액
세스
DynamoDB 및 DAX에서 Books 테이블에 읽기 전용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Bob에게 필요하다고 가정
합니다. 다음 정책(BobUserRole에 연결됨)에서 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AX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ax:GetItem",
"dax:BatchGetItem",
"dax:Query",
"dax:Scan"
],
"Resource":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DAXCluster01"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이 정책에는 DAX 액세스에 대한 문(DAXAccessStmt)과 DynamoDB 액세스에 대한 또 하나의 문
(DynamoDBAccessStmt)이 있습니다. 이 문에서는 Bob이 GetItem, BatchGetItem, Query 및 Scan 요
청을 DAXCluster01로 보내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DAXCluster01에 대한 서비스 역할에도 DynamoDB의 Books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
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IAM 정책으로서 DAXServiceRole에 연결되어 있습
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API 버전 2012-08-10
741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ynamoDB 및 DAX에 대한 액세스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

]

}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DynamoDB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 및 DAX를 사용한 읽기 전용
액세스
특정 사용자 역할에 대해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 권한을 제공함과 동시에 DAX를 통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Bob의 경우 BobUserRole의 IAM 정책은 Books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읽기 및 쓰기 작업을 허용하면
서 DAXCluster01을 통한 읽기 전용 작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BobUserRole에 대한 정책 문서의 예입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AX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ax:GetItem",
"dax:BatchGetItem",
"dax:Query",
"dax:Scan"
],
"Resource":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DAXCluster01"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ConditionCheckItem"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이외에도 DAXServiceRole에는 DAXCluster01이 Books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
용하는 IAM 정책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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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DescribeTable"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DynamoDB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 및 DAX에 대한 읽기/쓰기 액
세스
DynamoDB에서 직접 또는 DAXCluster01에서 간접적으로 Books 테이블에 대해 읽기/쓰기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Bob에게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다음 정책 문서(BobAccessPolicy에 연결됨)에서 이 액
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AX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ax:GetItem",
"dax:BatchGetItem",
"dax:Query",
"dax:Scan",
"dax:PutItem",
"dax:UpdateItem",
"dax:DeleteItem",
"dax:BatchWriteItem",
"dax:ConditionCheckItem"
],
"Resource":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DAXCluster01"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ConditionCheckItem"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이외에도 DAXServiceRole에는 DAXCluster01이 Books 테이블에 대한 읽기/쓰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
용하는 IAM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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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DescribeTable"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DAX를 통해 DynamoDB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DynamoDB에 직접 액세스할 수는 없음
이 시나리오에서는 Bob이 DAX를 통해 Books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DynamoDB의 Books 테이블에
는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ob에게 DAX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면, 다른 방법으로는 액
세스할 수 없는 DynamoDB 테이블에도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DAX 서비스 역할에 대해 IAM 정책을 구성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액세스 정책을 통해 DAX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해당 정
책에서 지정한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이 경우 BobAccessPolicy는
DAXAccessPolicy에 지정된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됩니다.

현재 IAM 역할 및 정책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DAX를 사용하면 이러한 정책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정책에서는 Bob이 DAX를 통해 DynamoDB 테이
블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DynamoDB의 동일한 테이블에는 명시적으로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문서(BobAccessPolicy)로서 BobUserRole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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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AX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ax:GetItem",
"dax:BatchGetItem",
"dax:Query",
"dax:Scan",
"dax:PutItem",
"dax:UpdateItem",
"dax:DeleteItem",
"dax:BatchWriteItem",
"dax:ConditionCheckItem"
],
"Resource": "arn:aws:dax:us-west-2:123456789012:cache/DAXCluster01"
}
]

이 액세스 정책에는 DynamoDB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BobAccessPolicy와 함께 다음 DAXAccessPolicy에서는 BobUserRole이 Books 테이블에 직접 액세
스할 수 없다 하더라도 DynamoDB 테이블 Books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BobUserRole에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ynamoDBAccessStmt",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Scan",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ConditionCheckItem"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이 예에 표시된 대로 사용자 액세스 정책 및 DAX 클러스터 액세스 정책에 대해 액세스 제어를 구성할 때는
최소 권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종단 간 액세스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DAX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 이전에 설정한 액세스 제어 정책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합
니다.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기본 스토리지에 대한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
터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추가 계층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조직의 정책, 업계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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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규범 및 규정 준수 요건에 따라 유휴 시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면 DAX에 의해 디스크에 유지되는 데이터가 256비트 Advanced Encryption
Standard(AES-256 암호화라고도 함)를 통해 암호화됩니다. DAX는 기본 노드에서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변
경 사항을 전파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디스크에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클러스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단일 서비스 기본 키를 관리하기 위해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와 자동으로 통합됩니다. 암호화된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서비스
기본 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AWS KMS는 새 AWS 관리형 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키는 향후 생성되
는 암호화된 클러스터에 사용됩니다. AWS KMS는 클라우드에 맞게 조정된 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가용성이 높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합니다.
데이터가 암호화된 후 DAX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데이터의 복호화를 투명하게 처리합
니다.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Note
DAX는 모든 단일 DAX 작업에 대해 AWS KMS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DAX는 클러스터 시작 시 키
만 사용합니다. 액세스가 취소된 경우에도 DAX는 클러스터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지정한 AWS KMS 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다음 클러스터 노드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mily

노드 유형

메모리 최적화(R4 및 R5)

dax.r4.large
dax.r4.xlarge
dax.r4.2xlarge
dax.r4.4xlarge
dax.r4.8xlarge
dax.r4.16xlarge
dax.r5.large
dax.r5.xlarge
dax.r5.2xlarge
dax.r5.4xlarge
dax.r5.8xlarge
dax.r5.12xlarge
dax.r5.16xlarge
dax.r5.24xlarge

일반용(T2)

dax.t2.small
dax.t2.medium

일반용(T3)

dax.t3.small
dax.t3.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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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dax.r3.* 노드 유형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에는 유휴 시 암호화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생성 시 유휴 시 암호화
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클러스터를 다시 생성하여 유휴 시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AWS KMS 암호화 키 사용 요금이 적용됨). 요금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저장 데이터
암호화 활성화
다음 단계에 따라 콘솔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유휴 시 DAX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의 DAX에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3.

클러스터 생성(Create cluster)을 선택합니다.

4.

클러스터 이름에 클러스터에 대한 간략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 대해 노드 유형을
선택하고 클러스터 크기에 3 노드를 사용합니다.

5.

Encryption(암호화)에서 암호화 활성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

IAM 역할, 서브넷 그룹, 보안 그룹 및 클러스터 설정을 선택한 후 클러스터 시작을 선택합니다.

클러스터가 암호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클러스터 창에서 클러스터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암호화는 활성
화됨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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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는 애플리케이션과 DAX 클러스터 간에 데이터의 전송 중 암호화를
지원하므로 암호화 요구 사항이 엄격한 애플리케이션에서 DA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과 DAX 클러스터 간의 트래픽은
Amazon VPC에 남아 있습니다. 이 트래픽은 클러스터의 노드에 연결된 VPC에서 프라이빗 IP를 사용하여 탄
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라우팅됩니다. VPC를 신뢰 경계로 사용하면 보안 그룹, 네트워크 ACL을 사용
한 서브넷 조각화, VPC 흐름 추적 등과 같은 표준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제어를 향상할 수 있
습니다. DAX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는 이러한 기본 수준의 기밀성에 더하여, 애플리케이션과 클러스터 간의
모든 요청 및 응답이 TLS(전송 수준 보안)로 암호화되고 클러스터에 대한 연결이 클러스터 x509 인증서 확인
을 통해 인증될 수 있도록 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745)를 선택하는 경
우 DAX에서 디스크에 기록하는 데이터도 암호화됩니다.
DAX에서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이 옵션을 선택하
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최신 버전의 DAX 클라이언트 (p. 680)를 사용하면 됩니다.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를 사용하는 클러스터는 암호화되지 않은 트래픽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애플리케이션을 잘못 구성하고 암
호화를 우회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DAX 클라이언트는 연결을 설정할 때 클러스터의 x509 인증서를 사용
하여 클러스터의 ID를 인증하므로 DAX 요청이 의도한 위치로 전달됩니다. DAX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모
든 방법에서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모든 SDK, AWS
CloudFormation 등).
기존 DAX 클러스터에서는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기존 DAX 애플리케이션에서 전
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하려면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하고 새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
션의 트래픽을 해당 클러스터로 이동한 다음 이전 클러스터를 삭제합니다.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IAM 역할 사용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DAX에 직접 연결된 고유한 유형의 IAM 역할입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DAX에서 사전 정의하며 서비스에서 사용자 대신 다른 AWS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
함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면 필요한 권한을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DAX를 더 쉽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DAX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정의하므로 다르게 정의되지 않은 한, DAX만 해당 역할을 수임
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권한에는 신뢰 정책과 권한 정책이 포함됩니다. 이 권한 정책은 다른 어떤 IAM 엔터
티에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역할의 관련 리소스를 삭제해야만 역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DAX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실수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리소스가 보호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 단원을 참조하세요. Service-linked roles(서비스 연결 역할) 열에 Yes(예)라고 표시된 서비스를
찾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 링크를 선택합니다.
주제
•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p. 749)
•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p. 749)
•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 (p. 750)
•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p.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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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DAX에서는 AWSServiceRoleForDAX라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이 역할을 사용하여 DAX가
DAX 클러스터 대신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AWSServiceRoleForDAX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를 보다 손쉽게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러스터를 사용하려면 여전히 각 클러스터에 DynamoDB에 액세스 권
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 액세스 제어 (p. 735)을 참조하십시오.
AWSServiceRoleForDAX 서비스 연결 역할은 역할을 위임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를 신뢰합니다.
• dax.amazonaws.com
역할 권한 정책을 통해 DAX가 지정된 리소스에서 다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ec2에 대한 작업:
• AuthorizeSecurityGroupIngress
• CreateNetworkInterface
• CreateSecurityGroup
• DeleteNetworkInterface
• DeleteSecurityGroup
• DescribeAvailabilityZones
• DescribeNetworkInterfaces
• DescribeSecurityGroups
• DescribeSubnets
• DescribeVpcs
• ModifyNetworkInterfaceAttribute
• RevokeSecurityGroupIngress
IAM 엔터티(사용자, 그룹, 역할 등)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작성하고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섹션을 참조하세요.
IAM 엔터티가 AWSServiceRoleForDAX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도록 허용하려면
IAM 개체에 대한 권한에 다음 정책 설명을 추가합니다.
{

}

"Effect": "Allow",
"Action": [
"iam:CreateServiceLinkedRole"
],
"Resource": "*",
"Condition": {"StringLike": {"iam:AWSServiceName": "dax.amazonaws.com"}}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서비스 연결 역할은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DAX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
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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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DAX 서비스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8년 2월 28일 이전에 이 서비스를 사용 중
이었다면 DAX에서 사용자 계정에 AWSServiceRoleForDAX 역할을 이미 생성한 것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내 AWS 계정에 표시되는 새 역할을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한 다음 다시 생성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역할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또는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클러스터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다시 생성합
니다.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
DAX에서는 AWSServiceRoleForDAX 서비스 연결 역할을 편집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
할을 생성한 후에는 다양한 개체가 역할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AM을 사용하여 역할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편
집을 참조하세요.

DAX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서비스 연결 역할이 필요한 기능 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역할을 삭제할 것을 권합니
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미사용 엔터티가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하려면 먼저 모든 DAX 클러스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 정리
IAM을 사용하여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하기 전에 먼저 역할에 활성 세션이 없는지 확인하고 역할에서 사
용되는 리소스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IAM 콘솔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에 활성 세션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

2.

IAM 콘솔의 탐색 창에서 역할(Roles)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AWSServiceRoleForDAX 역할의 이름(확
인란 아님)을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역할의 요약 페이지에서 Access Advisor 탭을 선택합니다.

4.

액세스 관리자(Access Advisor) 탭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의 최근 활동을 검토합니다.

Note
DAX에서 AWSServiceRoleForDAX 역할을 사용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역할을 삭제해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역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되어 역할이 사용 중인 리전을
볼 수 있습니다. 역할이 사용 중인 경우에는 DAX 클러스터를 삭제한 다음 역할을 삭제해야 합
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세션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AWSServiceRoleForDAX 역할을 제거하려면 먼저 모든 DAX 클러스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모든 DAX 클러스터 삭제
이러한 절차 중 하나에 따라 각 DAX 클러스터를 삭제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삭제하려면(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DAX에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3.

[ Actions]를 선택한 후 [Dele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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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lete cluster confirmation] 대화 상자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DAX 클러스터를 삭제하려면(AWS CLI)
AWS CLI 명령 참조에서 delete-cluster를 참조하세요.
DAX 클러스터를 삭제하려면(API)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DeleteCluster를 참조하세요.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IAM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IAM 콘솔, IAM CLI 또는 IAM API를 사용하여 AWSServiceRoleForDAX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를 참조하세요.

AWS 계정 간 DAX 액세스
한 AWS 계정(계정 A)에서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가 실행 중이고 다른 AWS 계정(계정 B)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DAX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계정 B의 IAM 역할을 사용하여 계정 B에서 EC2 인스턴스를 시작한 다음, EC2
인스턴스의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계정 A의 IAM 역할을 수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해 계정 A의 IAM 역할을 수임하여 계정 A의 DAX 클러스터에 대한 피어링 연결을 통해 애플리케
이션을 호출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두 AWS 계정 모두에서 관리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주제
• IAM 설정 (p. 751)
• VPC를 설정합니다 (p. 753)
• 크로스 계정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DAX 클라이언트 수정 (p. 754)

IAM 설정
1.

다음 콘텐츠로 이름이 AssumeDaxRoleTrust.json인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Amazon EC2가 사용
자를 대신하여 작업하도록 허용합니다.
{

}

2.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ec2.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계정 B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Amazon EC2가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생성합니다.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AssumeDax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AssumeDaxRoleTrust.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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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콘텐츠로 이름이 AssumeDaxRolePolicy.json인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계정 B의 EC2 인스
턴스에서 실행 중인 코드가 계정 A의 IAM 역할을 수임하도록 허용합니다. accountA를 계정 A의 실제
ID로 바꿉니다.
{

}

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sts:AssumeRole",
"Resource": "arn:aws:iam::accountA:role/DaxCrossAccountRole"
}
]

방금 생성한 역할에 해당 정책을 추가합니다.
aws iam put-role-policy \
--role-name AssumeDaxRole \
--policy-name AssumeDaxRolePolicy \
--policy-document file://AssumeDaxRolePolicy.json

5.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성하여 인스턴스가 역할을 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aws iam create-instance-profile \
--instance-profile-name AssumeDaxInstanceProfile

6.

역할을 인스턴스 프로파일과 연결합니다.
aws iam add-role-to-instance-profile \
--instance-profile-name AssumeDaxInstanceProfile \
--role-name AssumeDaxRole

7.

다음 콘텐츠로 이름이 DaxCrossAccountRoleTrust.json인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계정 B가 사용
자 A 역할을 수임하도록 허용합니다. accountB를 계정 B의 실제 ID로 바꿉니다.
{

}

8.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B:role/AssumeDaxRole"
},
"Action": "sts:AssumeRole"
}
]

계정 A에서 계정 B가 수임할 수 있는 역할을 생성합니다.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DaxCrossAccount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DaxCrossAccountRoleTrust.json

9.

DAX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이름DaxCrossAccountPolicy.json이 인 텍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dax-cluster-arn을 DAX 클러스터의 올바른 Amazon 리소스 이름(ARN)으로 바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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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ax:GetItem",
"dax:BatchGetItem",
"dax:Query",
"dax:Scan",
"dax:PutItem",
"dax:UpdateItem",
"dax:DeleteItem",
"dax:BatchWriteItem",
"dax:ConditionCheckItem"
],
"Resource": "dax-cluster-arn"
}
]

10. 계정 A에서 역할에 정책을 추가합니다.
aws iam put-role-policy \
--role-name DaxCrossAccountRole \
--policy-name DaxCrossAccountPolicy \
--policy-document file://DaxCrossAccountPolicy.json

VPC를 설정합니다
1.

계정 A의 DAX 클러스터의 서브넷 그룹을 찾습니다. cluster-name을 계정 B가 액세스해야 하는 DAX
클러스터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
--cluster-name cluster-name
--query 'Clusters[0].SubnetGroup'

2.

해당 subnet-group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VPC를 찾습니다.
aws dax describe-subnet-groups \
--subnet-group-name subnet-group \
--query 'SubnetGroups[0].VpcId'

3.

해당 vpc-id를 사용하여 VPC의 CIDR을 찾습니다.
aws ec2 describe-vpcs \
--vpc vpc-id \
--query 'Vpcs[0].CidrBlock'

4.

계정 B에서 이전 단계에서 찾은 것과 겹치지 않는 다른 CIDR을 사용하여 VPC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 이상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VPC 생성 마법사는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LI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계정 B에서 VPC 피어링 연결 생성 및 수락에 설명된 대로 계정 A VPC에 대한 피어링 연결을 요청합니
다. 계정 A에서 연결을 수락합니다.

6.

계정 B에서 새 VPC의 라우팅 테이블을 찾습니다. vpc-id를 계정 B에서 생성한 VPC의 ID로 바꿉니다.
aws ec2 describe-route-tables \
--filters 'Name=vpc-id,Values=vpc-id' \
--query 'RouteTables[0].RouteTab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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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정 A의 CIDR로 향하는 트래픽을 VPC 피어링 연결로 보내는 라우팅을 추가합니다. 각 ### ## ## #
##를 계정의 올바른 값으로 바꿉니다.
aws ec2 create-route \
--route-table-id accountB-route-table-id \
--destination-cidr accountA-vpc-cidr \
--vpc-peering-connection-id peering-connection-id

8.

계정 A에서 이전에 찾은 vpc-id를 사용하여 DAX 클러스터의 라우팅 테이블을 찾습니다.
aws ec2 describe-route-tables \
--filters 'Name=vpc-id, Values=accountA-vpc-id' \
--query 'RouteTables[0].RouteTableId'

9.

계정 A에서 계정 B의 CIDR로 향하는 트래픽을 VPC 피어링 연결로 보내는 라우팅을 추가합니다. 각 ##
# ## ## ###를 계정의 올바른 값으로 바꿉니다.
aws ec2 create-route \
--route-table-id accountA-route-table-id \
--destination-cidr accountB-vpc-cidr \
--vpc-peering-connection-id peering-connection-id

10. 계정 B에서 이전에 생성한 VPC에서 EC2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AssumeDaxInstanceProfile을
지정합니다. Launch Wizard는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LI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
스턴스의 보안 그룹을 기록해 둡니다.
11. 계정 A에서 DAX 클러스터가 사용하는 보안 그룹을 찾습니다. cluster-name을 DAX 클러스터의 이름
으로 바꿉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
--cluster-name cluster-name \
--query 'Clusters[0].SecurityGroups[0].SecurityGroupIdentifier'

12. 계정 B에서 생성한 EC2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에서 오는 인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DAX 클러스터
의 보안 그룹을 업데이트합니다. ### ## ## ###를 계정의 올바른 값으로 바꿉니다.
aws ec2 authorize-security-group-ingress \
--group-id accountA-security-group-id \
--protocol tcp \
--port 8111 \
--source-group accountB-security-group-id \
--group-owner accountB-id

이때 계정 B의 EC2 인스턴스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arn:aws:iam::accountA-id:role/DaxCrossAccountRole 역할을 수임하고 DAX 클러스터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계정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DAX 클라이언트 수
정
Note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 자격 증명은 임시 자격 증명입니다. 일부 클라이언트는 새
로 고침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반면 다른 클라이언트는 자격 증명을 새로 고치기 위해 추가 로직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설명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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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이 단원에서는 교차 계정 DAX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기존 DAX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DAX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직 없는 경우 Java 및 DAX (p. 686) 자습서에서 작업 코드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가져오기를 추가합니다.
import com.amazonaws.auth.STSAssumeRoleSessionCredentialsProvi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securitytoken.AWSSecurityTokenService;
import com.amazonaws.services.securitytoken.AWSSecurityTokenServiceClientBuilder;

2.

AWS STS에서 자격 증명 공급자를 가져오고 DAX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각 ### ## ##
###를 계정의 올바른 값으로 바꿉니다.
AWSSecurityTokenService awsSecurityTokenService =
AWSSecurityTokenServiceClientBuilder
.standard()
.withRegion(region)
.build();
STSAssumeRoleSessionCredentialsProvider credentials = new
STSAssumeRoleSessionCredentialsProvider.Builder("arn:aws:iam::accountA:role/
RoleName", "TryDax")
.withStsClient(awsSecurityTokenService)
.build();
DynamoDB client = AmazonDaxClientBuilder.standard()
.withRegion(region)
.withEndpointConfiguration(dax_endpoint)
.withCredentials(credentials)
.build();

.NET
이 단원에서는 교차 계정 DAX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기존 DAX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DAX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직 없는 경우 .NET 및 DAX (p. 691) 자습서에서 작업 코드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솔루션에 AWSSDK.SecurityToken NuGet 패키지를 추가합니다.
<PackageReference Include="AWSSDK.SecurityToken" Version="latest version" />

2.

SecurityToken 및 SecurityToken.Model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using Amazon.SecurityToken;
using Amazon.SecurityToken.Model;

3.

AmazonSimpleTokenService에서 임시 자격 증명을 가져오고 ClusterDaxClient 객체를 생
성합니다. 각 ### ## ## ###를 계정의 올바른 값으로 바꿉니다.
IAmazonSecurityTokenService sts = new AmazonSecurityTokenServiceClient();
var assumeRoleResponse = sts.AssumeRole(new AssumeRoleRequest
{
RoleArn = "arn:aws:iam::accountA:role/RoleName",
RoleSessionName = "TryD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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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entials credentials = assumeRoleResponse.Credentials;
var clientConfig = new DaxClientConfig(dax_endpoint, port)
{
AwsCredentials = assumeRoleResponse.Credentials
};
var client = new ClusterDaxClient(clientConfig);

Go
이 단원에서는 교차 계정 DAX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기존 DAX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DAX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직 없는 경우 GitHub에서 작업 코드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AWS STS 및 세션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import (
"github.com/aws/aws-sdk-go/aws/session"
"github.com/aws/aws-sdk-go/service/sts"
"github.com/aws/aws-sdk-go/aws/credentials/stscreds"
)

2.

AmazonSimpleTokenService에서 임시 자격 증명을 가져오고 DAX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합
니다. 각 ### ## ## ###를 계정의 올바른 값으로 바꿉니다.
sess, err := session.NewSession(&aws.Config{
Region: aws.String(region)},
)
if err != nil {
return nil, err
}
stsClient := sts.New(sess)
arp := &stscreds.AssumeRoleProvider{
Duration:
900 * time.Second,
ExpiryWindow: 10 * time.Second,
RoleARN:
"arn:aws:iam::accountA:role/role_name",
Client:
stsClient,
RoleSessionName: "session_name",
}cfg := dax.DefaultConfig()
cfg.HostPorts = []string{dax_endpoint}
cfg.Region = region
cfg.Credentials = credentials.NewCredentials(arp)
daxClient := dax.New(cfg)

Python
이 단원에서는 교차 계정 DAX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기존 DAX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DAX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직 없는 경우 Python 및 DAX (p. 706) 자습서에서 작업 코드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boto3을 가져옵니다.
import boto3

2.

sts에서 임시 자격 증명을 가져오고 AmazonDaxClient 객체를 생성합니다. 각 ### ## ## ##
#를 계정의 올바른 값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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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 boto3.client('sts')
stsresponse =
sts.assume_role(RoleArn='arn:aws:iam::accountA:role/
RoleName',RoleSessionName='tryDax')
credentials = botocore.session.get_session()['Credentials']
dax = amazondax.AmazonDaxClient(session, region_name=region,
endpoints=[dax_endpoint], aws_access_key_id=credentials['AccessKeyId'],
aws_secret_access_key=credentials['SecretAccessKey'],
aws_session_token=credentials['SessionToken'])
client = dax

Node.js
이 단원에서는 교차 계정 DAX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기존 DAX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DAX 클라이언트 코드가 아직 없는 경우 Node.js 및 DAX (p. 699) 자습서에서 작업 코드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 ## ## ###를 계정의 올바른 값으로 바꿉니다.
const
const
const
const

AmazonDaxClient = require('amazon-dax-client');
AWS = require('aws-sdk');
region = 'region';
endpoints = [daxEndpoint1, ...];

const getCredentials = async() => {
return new Promise((resolve, reject) => {
const sts = new AWS.STS();
const roleParams = {
RoleArn: 'arn:aws:iam::accountA:role/RoleName',
RoleSessionName: 'tryDax',
};
sts.assumeRole(roleParams, (err, session) => {
if(err) {
reject(err);
} else {
resolve({
accessKeyId: session.Credentials.AccessKeyId,
secretAccessKey: session.Credentials.SecretAccessKey,
sessionToken: session.Credentials.SessionToken,
});
}
});
});
};
const createDaxClient = async() => {
const credentials = await getCredentials();
const daxClient = new AmazonDaxClient({endpoints: endpoints, region: region,
accessKeyId: credentials.accessKeyId, secretAccessKey: credentials.secretAccessKey,
sessionToken: credentials.sessionToken});
return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service: daxClient});
};
createDaxClient().then((client) => {
client.get(...);
...
}).catch((error) => {
console.log('Caught an error: ' +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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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 클러스터 크기 조정 안내서
이 안내서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 크기 및 노드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애플리케이션의 DAX 트래픽을 추정하고 클러스터 구
성을 선택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기존 DAX 클러스터가 있고 노드의 수와 크기가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려면 DAX 클러스터 크기 조
정 (p. 715) 단원을 참조하세요.
주제
• 개요 (p. 758)
• 트래픽 추정 (p. 758)
• 로드 테스트. (p. 759)

개요
새 클러스터를 생성하든 기존 클러스터를 유지하든 상관없이 워크로드에 맞게 DAX 클러스터 크기를 조정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가 변경되면 주기적으로 조정 결정을 재검
토하여 해당 결정이 여전히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트래픽 추정. 이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DAX에 전송할 트래픽 볼륨, 트래픽의 특성(읽기 및 쓰기 작
업) 및 예상 캐시 적중률을 예측합니다.
2. 로드 테스트. 이 단계에서는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이전 단계에서 추정한 트래픽을 반영하여 트래픽을 보
냅니다. 적합한 클러스터 구성을 찾을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3. 프로덕션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이 프로덕션 환경에서 DAX를 사용하는 동안 클러스터를 모니터
링 (p. 719)하여 시간에 따라 워크로드가 변경되어도 여전히 올바르게 크기 조정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트래픽 추정
일반적인 DAX 워크로드를 특성화하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 캐시 적중률
• 초당 읽기 용량 단위 (p. 284)(RCU)
• 초당 쓰기 용량 단위 (p. 285)(WCU)

캐시 적중률 추정
DAX 클러스터가 이미 있는 경우 ItemCacheHits 및 ItemCacheMisses Amazon CloudWatch
지표 (p. 721)를 사용하여 캐시 적중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시 적중률은 ItemCacheHits/
(ItemCacheHits + ItemCacheMisses)와(과) 같습니다. 워크로드에 Query 또는 Scan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QueryCacheHits, QueryCacheMisses, ScanCacheHits 및 ScanCacheMisses 지표도 확인
해야 합니다. 캐시 적중률은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며 클러스터 유지 시간(TTL) 설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
다. DAX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적중률은 85~95%입니다.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 추정
애플리케이션의 DynamoDB 테이블이 이미 있는 경우 ConsumedReadCapacityUnits 및
ConsumedWriteCapacityUnits CloudWatch 지표 (p. 721)를 확인하세요. Sum 통계를 사용하고 기간
(초)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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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DAX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 DynamoDB ConsumedReadCapacityUnits 지표는 캐시 누락만 설명합
니다. 따라서 DAX 클러스터에서 처리하는 초당 읽기 용량 단위에 대해 알아보려면 숫자를 캐시 누락률(즉, 1
- 캐시 적중률)로 나눕니다.
DynamoDB 테이블이 없는 경우 읽기 용량 단위 (p. 284) 및 쓰기 용량 단위 (p. 285)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
여 애플리케이션의 추정 요청 비율, 요청당 액세스한 항목 및 항목 크기에 따라 트래픽을 추정합니다.
트래픽을 추정할 때는 클러스터가 트래픽 증가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증가와 예상된
피크 및 예상치 못한 피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로드 테스트.
트래픽을 추정한 후 다음 단계는 로드에서 클러스터 구성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1. 초기 로드 테스트의 경우 가장 저렴한 고정 성능의 메모리 최적화 노드 유형인 dax.r4.large 노드 유형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내결함성 클러스터에는 3개의 가용 영역에 분산된 최소 3개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용 영역을 사
용할 수 없게 되면 유효 가용 영역 수가 1/3 가량 감소합니다. 초기 로드 테스트의 경우 3노드 클러스터에
서 하나의 가용 영역의 장애를 시뮬레이션하는 2노드 클러스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로드 테스트 기간 동안 테스트 클러스터로 지속적 트래픽(이전 단계에서 추정)을 유도합니다.
4. 로드 테스트 중에 클러스터의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상적으로, 로드 테스트 중에 유도하는 트래픽 프로필은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트래픽과 최대한 유사해야 합
니다. 여기에는 작업 배포(예: 70% GetItem, 25% Query, 5% PutItem), 각 작업에 대한 요청 비율, 요청당
액세스되는 항목 수 및 항목 크기 배포가 포함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예상 캐시 적중률과 유사한 캐시 적중
률을 달성하려면 테스트 트래픽의 키 분포에 주의해야 합니다.

Note
T2 노드 유형(dax.t2.small 및 dax.t2.medium)을 로드 테스트할 때 주의하세요. T2 노드 유형
은 노드의 CPU 크레딧 밸런스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버스트 가능한 CPU 성능을 제
공합니다. T2 노드에서 실행 중인 DAX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
드가 인스턴스의 기준 성능을 초과하면 노드가 누적된 CPU 크레딧 밸런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크
레딧 밸런스가 낮으면 성능이 점차 기준 성과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로드 테스트 중에 DAX 클러스터를 모니터링 (p. 719)하여 로드 테스트에 사용 중인 노드 유형이 적합한 노
드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로드 테스트 중에 요청 속도와 캐시 적중률을 모니터링하여 테스트 인프라에
서 의도한 트래픽 양을 실제로 유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로드 테스트 결과 선택한 클러스터 구성이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
우, 특히 클러스터의 프라이머리 노드에서 CPU 사용률이 높거나 제거율이 높거나 캐시 메모리 사용률이 높
은, 더 큰 노드 유형으로 전환 (p. 716)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중률이 지속적으로 높고 읽기 대 쓰기 트래픽
의 비율이 높으면 클러스터에 노드를 추가 (p. 715)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노드 유형을 사
용하거나(수직적 조정) 노드를 더 추가하는 경우(수평적 조정)에 대한 추가 지침은 DAX 클러스터 크기 조
정 (p. 715) 단원을 참조하세요.
클러스터 구성을 변경한 후 로드 테스트를 반복해야 합니다.

DAX API 참조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의 Amazon
DynamoDB Accelerator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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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용 NoSQL Workbench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는 최신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작업에 사용하는 플랫폼 간 클라
이언트 측 애플리케이션으로, Windows와 macOS 및 Linux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SQL Workbench는
DynamoDB 테이블 설계, 생성, 쿼리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시각화 및 쿼리 개발 기능
을 제공하는 통합 시각적 IDE 도구입니다.
데이터 모델링
DynamoDB용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충족하는 기존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설계된 데이터 모델을 가져오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oSQL Workbench로
데이터 모델 빌드 (p. 761)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모델 시각화 도우미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쓰지 않고 쿼리를 매핑하고 액세스 패턴(패싯)
을 시각화할 수 있는 캔버스가 있습니다. 각 패싯은 DynamoDB의 서로 다른 각 액세스 패턴에 해당합
니다. 수동으로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액세스 패턴 시각
화 (p. 774)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빌드하기
NoSQL Workbench는 쿼리 개발 및 테스트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작업 빌더를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를 복, 탐색하고, 쿼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작업 빌더를 사용하여 데
이터 영역 작업을 빌드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션 식과 조건식을 지원을 지원하며, 샘플 코드
를 여러 언어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oSQL Workbench로 데이터 세트 탐색 및 작업 빌
드 (p. 786)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NoSQL Workbench 다운로드 (p. 760)
• NoSQL Workbench로 데이터 모델 빌드 (p. 761)
• 데이터 액세스 패턴 시각화 (p. 774)
• NoSQL Workbench로 데이터 세트 탐색 및 작업 빌드 (p. 786)
• NoSQL Workbench용 샘플 데이터 모델 (p. 808)
• NoSQL Workbench 릴리스 기록 (p. 810)

NoSQL Workbench 다운로드
다음 지침에 따라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NoSQL Workbench 다운로드 및 설치
1.

운영 체제에 적합한 NoSQL Workbench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운영 체제

다운로드 링크

체크섬 링크

macOS

macOS용 다운로드

체크섬

Windows

Windows용 다운로드

체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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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

다운로드 링크

체크섬 링크

Linux*

Linux용 다운로드

체크섬

* NoSQL Workbench는 Ubuntu 12.04, Fedora 21, Debian 8 또는 이러한 Linux 배포의 최신 버전을 지원
합니다.
2.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화면 지시에 따라 NoSQL Workbench를 설치합니다.

NoSQL Workbench로 데이터 모델 빌드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의 데이터 모델 제작자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빌
드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충족하는 기존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
니다. 데이터 모델 제작자에는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샘플 데이터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
• 새 데이터 모델 생성 (p. 761)
• 기존 데이터 모델 가져오기 (p. 767)
• 데이터 모델 내보내기 (p. 770)
• 기존 데이터 모델 편집 (p. 772)

새 데이터 모델 생성
다음 단계에 따라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 새 데이터 모델을 생성합니다.

새 데이터 모델 생성
1.

NoSQL Workbench를 열고 왼쪽 탐색 창에서 데이터 모델 제작자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Create data model(데이터 모델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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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모델의 이름, 작성자 및 설명을 입력한 후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4.

테이블 추가를 선택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테이블 작업을 참조하세요.
5.

다음을 지정합니다.
• 테이블 이름 - 고유한 테이블 이름을 입력합니다.
• 파티션 키 - 파티션 키 이름을 입력하고 그 형식을 지정합니다.
• 정렬 키를 추가할 경우
1. [Add sort key]를 선택합니다.
2. 정렬 키 이름과 그 형식을 지정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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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속성을 추가할 때는 각 속성에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dd other attribute(기타 속성 추가)을 선택합니다.
2. 속성 이름과 형식을 지정합니다.

7.

패싯 추가:

Note
패싯은 애플리케이션에서 DynamoDB의 서로 다른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나타냅니다.
• 패싯 추가를 선택합니다.
• 패싯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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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지정합니다.
• Facet name(패싯 이름)
• Partition key alias(파티션 키 별칭)
• Sort key alias(정렬 키 별칭)
• 이 패싯의 일부인 기타 속성을 선택합니다.
패싯 추가를 선택합니다.

패싯을 더 추가하려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8.

전역 보조 인덱스를 추가할 경우에는 Add global secondary index(전역 보조 인덱스 추가)를 선택합니
다.
Global secondary index name(전역 보조 인덱스 이름), 파티션 키 속성 및 Projection type(프로젝션 형
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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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참조하세요.
9.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는 읽기 및 쓰기 용량 모두에서 Auto Scaling이 활성화된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
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Capacity settings(용량 설정) 아래에서 ‘Default settings(기
본 설정)’를 선택 취소합니다.

원하는 용량 모드, 읽기 및 쓰기 용량, Auto Scaling IAM 역할(해당되는 경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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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용량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쓰기 용량 모드 (p. 15) 단원을 참조하세요.
10. Add table definition(테이블 정의 추가)을 선택합니다.

CreateTable API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기존 데이터 모델 가져오기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기존 모델을 가져와 수정하여 데이터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NoSQL Workbench 모델 형식이나 AWS CloudFormation JSON 템플릿 형식으
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가져오기
1.

NoSQL Workbench의 왼쪽 탐색 창에서 데이터 모델 제작자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Import data model(데이터 모델 가져오기)을 마우스로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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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다운 목록에서 가져올 모델이 NoSQL Workbench 모델 형식인지 CloudFormation JSON 템플릿 형
식인지 선택합니다. NoSQL Workbench에서 기존 데이터 모델을 연 경우 CloudFormation 템플릿을 현
재 모델로 가져오는 옵션이 있습니다.

3.

가져올 모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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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져오는 모델이 CloudFormation 템플릿 형식인 경우 가져올 테이블 목록이 표시되며 데이터 모델 이
름, 작성자, 설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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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 내보내기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을 생성한 후에는 NoSQL Workbench 모
델 형식 또는AWS CloudFormation JSON 템플릿 형식 중 하나로 모델을 저장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내보내기
1.

NoSQL Workbench의 왼쪽 탐색 창에서 데이터 모델 제작자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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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ort data model(데이터 모델 내보내기)을 마우스로 가리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데이터 모델을 NoSQL Workbench 모델 형식으로 내보낼지 CloudFormation JSON
템플릿 형식으로 내보낼지 선택합니다.

3.

모델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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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데이터 모델 편집
기존 모델을 편집하려면
1.

NoSQL Workbench의 좌측 탐색 창에서 Data modeler(데이터 모델 제작자) 버튼을 선택합니다.

2.

편집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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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사항을 편집한 후 Save edits(편집 저장)를 선택합니다.

기존 모델을 수동으로 편집하고 패싯을 추가하려면
1.

모델을 내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모델 내보내기 (p. 770)을 참조하십시오.

2.

편집기에서 내보낸 파일을 엽니다.

3.

패싯을 생성할 테이블의 DataModel 객체를 찾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패싯을 나타내는 TableFacets 어레이를 추가합니다.
각 패싯마다 TableFacets 어레이에 객체를 추가합니다. 각 어레이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습
니다.
• FacetName: 패싯의 이름입니다. 이 값은 모델 전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 PartitionKeyAlias - 테이블 파티션 키의 친숙한 이름입니다. NoSQL Workbench에서 패싯을 볼
때 이 별칭이 표시됩니다.
• SortKeyAlias - 테이블 정렬 키의 친숙한 이름입니다. NoSQL Workbench에서 패싯을 볼 때 이 별
칭이 표시됩니다. 테이블에 정의된 정렬 키가 없는 경우에는 이 속성이 필요 없습니다.
• NonKeyAttributes - 액세스 패턴용으로 필요한 속성 이름의 배열입니다. 이 이름은 테이블에 정의
된 속성 이름으로 매핑되어야 합니다.

{

"ModelName": "Music Library Data Model",
"DataModel": [
{
"TableName": "Songs",
"KeyAttributes": {
"PartitionKey": {
"AttributeName": "Id",
"AttributeType": "S"
},
"SortKey": {
"AttributeName": "Metadata",
"AttributeType": "S"
}
},
"NonKeyAttributes": [
{
"AttributeName": "DownloadMonth",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TotalDownloadsInMonth",
"AttributeTyp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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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tributeName":
"AttributeType":
},
{
"AttributeName":
"AttributeType":
},
{
"AttributeName":
"AttributeType":
},
{
"AttributeName":
"AttributeType":
}

}

4.

]

}

"Title",
"S"
"Artist",
"S"
"TotalDownloads",
"S"
"DownloadTimestamp",
"S"

],
"TableFacets": [
{
"FacetName": "SongDetails",
"KeyAttributeAlias": {
"PartitionKeyAlias": "SongId",
"SortKeyAlias": "Metadata"
},
"NonKeyAttributes": [
"Title",
"Artist",
"TotalDownloads"
]
},
{
"FacetName": "Downloads",
"KeyAttributeAlias": {
"PartitionKeyAlias": "SongId",
"SortKeyAlias": "Metadata"
},
"NonKeyAttributes": [
"DownloadTimestamp"
]
}
]

이제 수정된 모델을 NoSQL Workbench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데이터 모델 가져오
기 (p. 767)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액세스 패턴 시각화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의 시각화 도우미 도구를 사용하여 쿼리를 매핑하고 애플리케이
션의 다양한 액세스 패턴(패싯이라고 함)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각 패싯은 DynamoDB의 서로 다른 각 액
세스 패턴에 해당합니다. 수동으로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MySQL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주제
• 데이터 모델에 샘플 데이터 추가하기 (p. 775)
• CSV 파일에서 샘플 데이터 가져오기 (p. 776)
• 데이터 액세스 패턴 보기 (p. 777)
• 집계 보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에서 모든 테이블 보기 (p.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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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모델을 DynamoDB로 커밋 (p. 782)

데이터 모델에 샘플 데이터 추가하기
모델에 샘플 데이터를 추가하면 모델과 그 다양한 데이터 액세스 패턴, 즉 패싯을 시각화할 때 데이터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에 샘플 데이터를 추가
합니다.

샘플 데이터 추가하기
1.

왼쪽의 탐색 창에서 시각화 도우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시각화 도우미에서 테이블 이름 옆의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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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d Data(데이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샘플 데이터를 빈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다음 Add new row(새 행 추가)를 클릭하여 행을 추가합니다. 완
료되면 Save(저장)를 선택합니다.

CSV 파일에서 샘플 데이터 가져오기
기존 샘플 데이터가 CSV 파일에 있는 경우 이를 NoSQL Workbench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줄씩 입력할 필요 없이 샘플 데이터로 모델을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의 열 이름은 데이터 모델의 속성 이름과 일치해야 하지만 순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
어, 데이터 모델에 LoginAlias, FirstName 및 LastName이라는 속성이 있는 경우CSV 열은 LastName,
FirstName 및 LoginAlias일 수 있습니다.
CSV 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는 한 번에 150개의 행으로 제한됩니다.

CSV 파일에서 NoSQL 워크벤치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1.

왼쪽의 탐색 창에서 시각화 도우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시각화 도우미에서 테이블 이름 옆의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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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V 파일 가져오기(Import CSV file)를 선택합니다.

4.

CSV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Open)를 클릭합니다. CSV 파일의 데이터가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Note
CSV 파일에 테이블에 이미 있는 항목과 동일한 키가 있는 행이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 기존 항
목을 덮어쓰거나 테이블 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추가하도록 선택하면 테이블에 이미
있는 항목과 중복 항목을 구별하기 위해 각 중복 항목의 키에 접미사 ‘-Copy’가 추가됩니다.

데이터 액세스 패턴 보기
NoSQL Workbench에서 패싯은 애플리케이션의 서로 다른 Amazon DynamoDB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나타
냅니다. 패싯을 사용하면 패싯의 제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레코드를 확인할 필요 없이 테이블에서 데이터
의 하위 집합을 볼 수 있습니다. 패싯은 시각적 데이터 모델링 도구로 간주되며 DynamoDB에서 사용 가능한
구성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패싯은 순전히 액세스 패턴 모델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샘플 데이터 모델 가져오기
1.

왼쪽에서 Amazon DynamoDB를 선택합니다.

2.

샘플 데이터 모델(Sample data models) 섹션에서 음악 라이브러리 데이터 모델(Music Library Data
Model) 위에 마우스를 놓고 가져오기(Impor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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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쪽의 탐색 창에서 시각화 도우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

곡(Songs) 테이블을 선택하여 확장합니다. 데이터의 집계 보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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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싯(Facets) 드롭다운 화살표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패킷을 확장합니다.

6.

SongDetails 패싯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려면 SongDetails 패싯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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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 제작자를 사용하여 패싯 정의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데이터 모델 편
집 (p. 772)을 참조하십시오.

집계 보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에서 모든 테이블 보
기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의 집계 보기는 데이터 모델의 모든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각 테
이블마다 다음 정보가 나타납니다.
• 테이블 열 이름입니다.
• 샘플 데이터.
• 테이블과 연결된 모든 전역 보조 인덱스입니다. 각 인덱스마다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인덱스 열 이름
• 샘플 데이터

모든 테이블 정보 보기
1.

왼쪽의 탐색 창에서 시각화 도우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781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모델 커밋

2.

시각화 도우미에서 Aggregate view(집계 보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모델을 DynamoDB로 커밋
데이터 모델에 만족하면 모델을 Amazon DynamoDB로 커밋할 수 있습니다.

Note
• 이 작업을 하면 데이터 모델에 표시되는 테이블과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서버 측 리소스가 AWS
에 생성됩니다.
•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 Auto scaling이 70퍼센트의 목표 사용률로 설정됩니다.
• 프로비저닝된 용량은 5개 읽기 용량 단위와 5개 쓰기 용량 단위로 설정됩니다.
• 10개 읽기 용량 단위와 5개 쓰기 용량 단위의 프로비저닝된 용량으로 전역 보조 인덱스가 생성됩
니다.

데이터 모델을 DynamoDB로 커밋하기
1.

왼쪽의 탐색 창에서 시각화 도우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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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it to DynamoDB(DynamoDB로 커밋)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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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연결을 선택하거나 Add new remote connection(새 원격 연결 추가) 탭을 선택하여 새 연결을 생성
합니다.
• 새 연결을 추가하려면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 Account Alias(계정 별칭)
• AWS 리전
• 액세스 키 ID
• 보안 액세스 키
액세스 키를 얻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액세스 키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 필요한 경우 다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션 토큰
• IAM 역할 ARN
• 프리 티어 계정을 신청하지 않고 DynamoDB Local(다운로드 버전)을 사용하려는 경우:
1. Add a new DynamoDB local connection(새 DynamoDB 로컬 연결 추가) 탭을 선택합니다.
2. 연결 이름과 포트를 지정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78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모델 커밋

4.

커밋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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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QL Workbench로 데이터 세트 탐색 및 작업 빌
드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는 쿼리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풍부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제공합니다. NoSQL Workbench에서 작업 빌더를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를 복, 탐색하고, 쿼리할 수 있습
니다. 체계적인 작업 빌더를 사용하여 프로젝션 및 조건 표현식이 지원되는 데이터 영역 작업을 빌드하고 수
행할 수 있으며, 샘플 코드를 여러 언어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 빌더에서 DynamoDB 데이터 영역
을 작업을 5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제
• 데이터 세트 탐색 (p. 786)
• 복잡한 작업 빌드 (p. 790)
•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기 (p. 807)

데이터 세트 탐색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탐색하려면 먼저 AWS 계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추가하기
1.

NoSQL Workbench의 왼쪽 탐색 창에서 작업 빌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연결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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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별칭
• AWS 리전
• 액세스 키 ID
• 보안 액세스 키
액세스 키를 얻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액세스 키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필요한 경우 다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세션 토큰
• IAM 역할 ARN
4.

연결(Connect)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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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티어 계정을 신청하지 않고 DynamoDB Local(다운로드 버전)을 사용하려는 경우:
a.

연결 화면에서 로컬 탭을 선택합니다.

b.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정합니다.
• 연결 이름
• 포트

c.

연결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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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성된 연결에서 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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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면 사용 가능한 테이블 목록이 왼쪽 창에 나타납니다. 테이블 중 하나를
선택하면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의 샘플이 반환됩니다.
이제 선택한 테이블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쿼리 실행하기
1.

속성 이름 목록에서 쿼리를 실행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2.
3.

비교 연산자를 지정합니다.
값의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4.
5.

쿼리할 값을 지정합니다
스캔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Scan을 참조하세요.

복잡한 작업 빌드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의 작업 빌더에는 복잡한 데이터 영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
각적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식과 조건식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빌드했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50개의 작업을 저장할 수 있음). 그러면 Saved Operations(저장된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영역 작업 목록을 찾아보고 해당 작업을 사용하여 새 작업을 자
동으로 채우고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샘플 코드를 여러 언어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NoSQL Workbench는 DynamoDB용 PartiQL 문 빌드를 지원하므로 SQL 호환 쿼리 언어를 사용하여
Dynamodb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NoSQL 워크벤치는 DynamoDB CRUD API 작업 빌드도 지원합
니다.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작업을 빌드하려면 왼쪽 탐색 창에서 Operation builder(작업 빌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주제
• PartiQL 문 빌드 (p. 791)
• API 작업 빌드 (p.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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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QL 문 빌드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DynamoDB용 PartiQL 문을 빌드하려면 NoSQL Workbench의 오른쪽 맨 위
에서 PartiQL operations(PartiQL 작업)를 선택합니다.
작업 빌더에서 다음과 같은 PartiQL 문 유형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주제
• Singleton 문 (p. 791)
• 트랜잭션 (p. 792)
• Batch (p. 793)

Singleton 문
PartiQL 문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PartiQL statement(PartiQL 문)를 선택합니다.

2.

유효한 PartiQL 문을 입력합니다.

3.

문에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a.

Optional request parameters(선택적 요청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b.

Add new parameter(새 파라미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c.

속성 유형 및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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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4.

파라미터를 추가하려면 b 및 c단계를 반복합니다.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탭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5.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6.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트랜잭션
PartiQL 트랜잭션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PartiQL transaction(PartiQL 트랜잭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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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d a new statement(새 문 추가)를 선택합니다.

3.

유효한 PartiQL 문을 입력합니다.

Note
동일한 PartiQL 트랜잭션 요청에서 읽기 및 쓰기 작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요청에서
INSERT, UPDATE 및 DELETE 문과 함께 SELECT 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용 PartiQL에서 트랜잭션 수행을 참조하세요.
4.

문에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a.

Optional request parameters(선택적 요청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b.

Add new parameter(새 파라미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c.

속성 유형 및 값을 입력합니다.

d.

파라미터를 추가하려면 b 및 c단계를 반복합니다.

5.

문을 추가하려면 2~4단계를 반복합니다.

6.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탭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7.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8.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Batch
PartiQL 배치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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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tiQL batch(PartiQL 배치)를 선택합니다.

2.

Add a new statement(새 문 추가)를 선택합니다.

3.

유효한 PartiQL 문을 입력합니다.

Note
동일한 PartiQL 배치 요청에서 읽기 및 쓰기 작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동일한 요청에서
INSERT, UPDATE 및 DELETE 문과 함께 SELECT 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항목에 쓰
기 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BatchGetItem 작업에서처럼 singleton 읽기 작업만 지원됩니다.
검색 및 쿼리 작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용 PartiQL에서 일괄 작업
실행을 참조하세요.
4.

문에서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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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onal request parameters(선택적 요청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b.

Add new parameter(새 파라미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c.

속성 유형 및 값을 입력합니다.

d.

파라미터를 추가하려면 b 및 c단계를 반복합니다.

5.

문을 추가하려면 2~4단계를 반복합니다.

6.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탭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7.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8.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API 작업 빌드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DynamoDB CRUD API를 빌드하려면 NoSQL Workbench의 오른쪽 맨 위에
서 인터페이스 기반 작업(Interface-based operations)을 선택합니다.
작업(Operations) 드롭다운으로 이동한 다음 빌드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작업 빌더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작업 (p. 796)
• 테이블 삭제 (p. 796)
• 테이블 생성 (p. 796)
• 테이블 업데이트 (p. 798)
항목 작업 (p.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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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가져오기 (p. 799)
• 항목 Put (p. 800)
• 항목 업데이트 (p. 801)
• 항목 삭제 (p. 802)
• 쿼리 (p. 803)
• Scan (p. 804)
• 트랜잭션 항목 가져오기 (p. 805)
• 트랜잭션 항목 쓰기 (p. 806)

테이블 작업
테이블 삭제
Delete Table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작업(Operations)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 삭제(Delete Table)를 선택합니다.

2.

테이블 이름(Tale name)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확인 창이 나타나면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고 삭제(Delete)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작업 결과가 화면 맨 아래에 있는 결과 탭에 나타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테이블 삭제를 참조하세요.

테이블 생성
Create Table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작업(Operations)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 생성(Create Table)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테이블 이름을 입력합니다.

3.

파티션 키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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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대로 테이블을 구성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고, 오토 스케일링 및 기타 옵션을 사용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용량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용량 설정(Capacity Settings)으로 이동하여 기본 설정(Default settings)
옆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

이제 프로비저닝됨(Provisioned) 또는 온디맨드(On-demand)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됨(Provisioned)을 선택한 경우 최소 및 최대 읽기와 쓰기 용량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 설정하거나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이 현재 온디맨드(On-demand)로 설정되어 있으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지정할 수 없습니
다.

•

온디맨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으로 전환하면 오토 스케일링이 최소 1, 최대 10, 목표 70%으로
모든 GSI에 자동 적용됩니다.

6.

새로 지정한 설정을 모두 지우고 다시 시작하려면 양식 지우기(Clear form)를 선택합니다.

7.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작업 결과가 화면 맨 아래에 있는 결과 탭에 나타납니다.

9.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테이블 생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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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업데이트
Update Table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작업(Operations)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 업데이트(Update Table)를 선택합니다.

2.

작업 업데이트(Update operations)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이름(Tale name)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테이블을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합니다. GSI를 생성하고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및 기타 옵션을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5.

GSI 생성(Create GSI),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업데이트(Update Provisioned Throughput) 또는 GSI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업데이트(Update Provisioned Throughput for GSI)를 선택하면 용량 설정
(Capacity settings) 옵션이 나타납니다.

6.

용량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용량 설정(Capacity Settings)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 테이블에
서 용량 설정 상속(Inherit capacity settings from base table) 또는 온디맨드(On-demand) 옵션을 선택 취
소합니다.
•

이제 프로비저닝됨(Provisioned) 또는 온디맨드(On-demand) 용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됨(Provisioned)을 선택한 경우 최소 및 최대 읽기와 쓰기 용량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 설정하거나 사용 중지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이 현재 온디맨드(On-demand)로 설정되어 있으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지정할 수 없습니
다.

•

온디맨드에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으로 전환하면 오토 스케일링이 최소 1, 최대 10, 목표 70%으로
모든 GSI에 자동 적용됩니다.

7.

방금 입력한 설정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려면 양식 지우기(Clear form)를 선택합니다.

8.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작업 결과가 화면 맨 아래에 있는 결과 탭에 나타납니다.

10.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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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테이블 업데이트를 참조하세요.

항목 작업
항목 가져오기
Get Item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파티션 키 값을 지정합니다.

2.

프로젝션 표현식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Projection expression(프로젝션 표현식)을 선택합니다.

b.

Projection expression(프로젝션 표현식) 옆의 +(더하기 기호)를 선택합니다.

c.

Attribute name(속성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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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탭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4.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5.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GetItem을 참조하세요.

항목 추가
Put Item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파티션 키 값을 지정합니다.

2.

정렬 키 값을 지정합니다(있는 경우).

3.

비-키 속성을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4.

a.

Other attributes(기타 속성) 평의 +(더하기 기호)를 선택합니다.

b.

속성 이름, 형식 및 값을 지정합니다.

Put Item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식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조건을 선택합니다.

b.

속성 이름, 비교 연산자, 속성 형식 및 속성 값을 지정합니다.

c.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건을 다시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건 표현식 (p. 35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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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표시된 탭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6.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7.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PutItem을 참조하세요.

항목 업데이트
Update Item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파티션 키 값을 입력합니다.

2.

있는 경우 정렬 키 값을 입력합니다.

3.

Update expression(표현식 업데이트)에서 목록에 있는 표현식을 선택합니다.

4.

표현식용 +(더하기 부호)를 선택합니다.

5.

선택한 표현식의 속성 이름과 속성 값을 입력합니다.

6.

표현식을 더 추가하려면 Update expression(표현식 업데이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다른 표현식을 선택한
다음 +를 선택합니다.

7.

Update Item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식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조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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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속성 이름, 비교 연산자, 속성 형식 및 속성 값을 지정합니다.

c.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건을 다시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건 표현식 (p. 358)을 참조하십시오.

8.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10.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항목 삭제
Delete Item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파티션 키 값을 입력합니다.

2.

있는 경우 정렬 키 값을 입력합니다.

3.

Delete Item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식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조건을 선택합니다.

b.

속성 이름, 비교 연산자, 속성 형식 및 속성 값을 지정합니다.

c.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건을 다시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건 표현식 (p. 35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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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6.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Query
Query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파티션 키 값을 지정합니다.

2.

Query 작업에 정렬 키가 필요한 경우
a.

정렬 키를 선택합니다.

b.

비교 연산자, 속성 형식 및 속성 값을 지정합니다.

3.

작업 결과로 일부 속성만 반환할 경우에는 Projection expression(프로젝션 식)을 선택합니다.

4.

+(더하기 부호)를 선택합니다.

5.

커리 결과로 반환될 속성을 입력합니다.

6.

속성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를 선택합니다.

7.

Query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식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조건을 선택합니다.

b.

속성 이름, 비교 연산자, 속성 형식 및 속성 값을 지정합니다.

c.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건을 다시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건 표현식 (p. 35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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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10.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Query를 참조하세요.

스캔
Scan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작업 결과로 일부 속성만 반환할 경우에는 Projection expression(프로젝션 식)을 선택합니다.

2.

+(더하기 부호)를 선택합니다.

3.

커리 결과로 반환될 속성을 지정합니다.

4.

속성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를 다시 선택합니다.

5.

스캔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식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조건을 선택합니다.

b.

속성 이름, 비교 연산자, 속성 형식 및 속성 값을 지정합니다.

c.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건을 다시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건 표현식 (p. 35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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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8.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TransactGetItems
TransactGetItems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더하기 부호)를 선택합니다.

2.

항목 가져오기 (p. 799) 작업 지침을 따릅니다.
작업의 세부 정보 지정을 마친 후 작업을 추가하려면 +(더하기 기호)를 선택합니다.

작업 순서를 변경하려면 좌측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한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선택하여 목록에
서 위로 또는 아래로 옮깁니다.
작업을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한 다음 삭제(휴지통)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5.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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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Transactions를 참조하세요.

TransactWriteItems
TransactWriteItems 작업의 코드를 실행하거나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 DeleteItem은 항목 삭제 (p. 802) 작업 지침을 따릅니다.
• PutItem은 항목 추가 (p. 800) 작업 지침을 따릅니다.
• UpdateItem은 항목 업데이트 (p. 801) 작업 지침을 따릅니다.
작업의 세부 정보 지정을 마친 후에는 + 버튼을 선택합니다.

작업 순서를 변경하려면 좌측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한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선택하여 목록에
서 위로 또는 아래로 옮깁니다.
작업을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작업을 선택한 다음 삭제(휴지통)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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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드를 생성하려면 Generate code(코드 생성)를 선택합니다.
사용하려는 언어의 탭을 선택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작업을 즉시 실행하려면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4.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이 작업을 저장하려면 Save operation(작업 저장)을 선택한 다음 작업 이름을 입
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트랜잭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Transactions를 참조하세요.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내기
쿼리 결과를 작업 빌더에서 CSV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로드하
거나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CSV로 내보내기
1.

작업 빌더에서 스캔 또는 쿼리 등의 원하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Note
이 작업은 PartiQL 문 또는 API 작업일 수 있지만, 배치 또는 트랜잭션 작업이 아닐 수 있습니
다.
2.

결과(Results) 패널에서 CSV로 내보내기(Export to CSV)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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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V 파일의 파일 이름과 위치를 선택한 다음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NoSQL Workbench용 샘플 데이터 모델
모델 제작자 및 시각화 도우미 홈 페이지에는 NoSQL Workbench와 함께 제공되는 여러 샘플 모델이 나와 있
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모델 및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제
• 직원 데이터 모델 (p. 808)
• 토론 포럼 데이터 모델 (p. 808)
• 음악 라이브러리 데이터 모델 (p. 809)
• 스키장 데이터 모델 (p. 809)
• 신용카드 제안 데이터 모델 (p. 809)
• 북마크 데이터 모델 (p. 810)

직원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 모델은 소개 모델입니다. 고유한 별칭, 이름, 성, 직책, 상사 및 역량 같은 직원의 기본 세부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역량 보유와 같은 복잡한 속성 처리 등의 몇 가지 기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모델은 보조 인덱스인 DirectReports를 사용하여 얻은 상사 및 부하 직원들을 통한 일대다 관계의 예
입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되는 액세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mployee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직원의 로그인 별칭을 사용하여 직원 레코드 검색
• Employee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인 Name에서 제공되는 이름별로 직원 검색
• Employee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인 DirectReports에서 제공되는 상사의 로그인 별칭을 사용하
여 상사의 모든 부하 직원 검색

토론 포럼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 모델은 토론 포럼을 나타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은 개발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질문하
고, 다른 고객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각 AWS 서비스에는 전용 포럼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포럼
에서 메시지를 게시하여 새 토론 스레드를 시작할 수 있으며 각 스레드는 여러 개의 회신을 받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되는 액세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Forum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포럼의 이름을 사용하여 포럼 레코드 검색
• Thread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포럼에 대한 특정 스레드 또는 모든 스레드 검색
API 버전 2012-08-10
808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음악 라이브러리 데이터 모델

• Reply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인 PostedBy-Message-Index에서 제공되는 게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회신 검색

음악 라이브러리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 모델은 광범위한 노래 모음이 있는 음악 라이브러리를 나타내며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노래를 거
의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되는 액세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ngs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노래 레코드 검색
• Songs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노래에 대한 특정 다운로드 레코드 또는 모든 다운로드 레코드 검색
• Song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노래에 대한 특정 월별 다운로드 횟수 레코드 또는 모든 월별 다운로드 횟수 레
코드 검색
• Songs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노래에 대한 모든 레코드(노래 레코드, 다운로드 레코드 및 월별 다운로드 횟
수 레코드 포함) 검색
• Songs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인 DownloadsByMonth에서 제공되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노래 검
색

스키장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 모델은 각 스키 리프트에서 매일 수집된 광범위한 데이터 모음이 있는 스키장을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되는 액세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SkiLifts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주어진 스키 리프트 또는 스키장 전체에 대한 모든 데이터(동적 및 정적
데이터) 검색
• SkiLifts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특정 날짜에서의 스키 리프트 또는 스키장 전체에 대한 모든 동적 데이터
(고유 리프트 탑승자, 적설량, 눈사태 위험 및 리프트 상태 포함) 검색
• SkiLifts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특정 스키 리프트에 대한 모든 정적 데이터(리프트가 숙련된 탑승자 전용
인 경우 수직 피트, 리프트 상승 및 리프트 탑승 시간 포함) 검색
• SkiLifts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인 SkiLiftsByRiderss에서 제공되는 총 고유 탑승자별로 정렬된
특정 스키 리프트 또는 스키장 전체에 대해 기록된 데이터의 날짜 검색

신용카드 제안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 모델은 신용 카드 제안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신용 카드 공급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안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제안에는 수수료 없이 잔액 이체, 신용
한도 증가, 낮은 금리, 캐시백 및 항공사 마일리지가 포함됩니다. 고객이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한
후에 각각의 제안 상태가 그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되는 액세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AccountId를 사용하여 계정 레코드 검색
• 보조 인덱스인 AccountIndex에서 제공되는 몇 가지 예상된 항목이 있는 모든 계정 검색
• 기본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AccountId를 사용하여 계정 및 해당 계정과 연관된 모든 제안 레코드 검색
• 기본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AccountId 및 OfferId를 사용하여 계정 및 해당 계정과 연관된 특정 제안 레
코드 검색
• 보조 인덱스인 GSI1에서 제공되는 AccountId, OfferType 및 Status를 사용하여 계정과 연관된 특정
OfferType의 모든 ACCEPTED/DECLINED 제안 레코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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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OfferId를 사용하여 제안 및 연관된 제안 항목 레코드 검색

북마크 데이터 모델
이 데이터 모델은 고객의 북마크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고객이 여러 북마크를 보유할 수 있으며 하나의 북마크에 여러 고객이 소속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모
델은 다대다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되는 액세스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제 customerId별 단일 쿼리를 통해 북마크뿐만 아니라 고객 데이터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쿼리 ByEmail 인덱스는 이메일 주소별로 고객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북마크는 이 인덱스에 의해 검색되
지 않습니다.
• 쿼리 ByUrl 인덱스는 URL별로 북마크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동일한 URL을 여러 고객이 북마크할 수 있
기 때문에 인덱스용 정렬 키로서 customerI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쿼리 ByCustomerFolder 인덱스는 각 고객에 대한 폴더별로 북마크를 가져옵니다.

NoSQL Workbench 릴리스 기록
다음 표는 NoSQL Workbench 클라이언트 도구의 각 릴리스별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컨트롤 플레인 작업 지원

이제 작업 빌더에서 컨트롤 플레
인 작업을 지원합니다.

2022년 6월 1일

CSV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이제 Visualizer 도구의 CSV 파
일에서 샘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작업 빌더 쿼리의 결과를
CSV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
다.

2021년 10월 11일

작업 저장

이제 NoSQL Workbench의 작업
빌더에서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작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2일

용량 설정 및 CloudFormation 가
져오기/내보내기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에서는 이제 테이블
의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지정
할 수 있고 데이터 모델을 AWS
CloudFormation 형식으로 가져오
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PartiQL 지원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에 DynamoDB용
PartiQL 문 빌드에 대한 지원이 추
가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Linux에 대한 지원.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가 Linux(Ubuntu,
Fedora 및 Debian)에서 지원됩니
다.

2020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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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 – 정식 버전

Amazon DynamoDB용 NoSQL
2020년 3월 2일
Workbench를 상용 버전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IAM 역할 및 임시 보안 자격 증명
지원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
및 임시 보안 자격 증명에 대한 지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DynamoDB 로컬(다운로드 버전)
지원

NoSQL Workbench는 이제
DynamoDB Local(다운로드 버
전)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므로
DynamoDB 테이블을 설계, 생성,
쿼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8일

릴리스된 NoSQL Workbench 평
가판입니다.

이것은 DynamoDB용 NoSQL
Workbench의 최초 릴리스입
니다.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을 설계하고, 생성하고, 쿼리하
고,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평가판)를 참조하세
요.

2019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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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코
드 예제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를 AWS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예제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됩니다.
작업
개별 서비스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코드 발췌입니다.
시나리오
동일한 서비스 내에서 여러 함수를 호출하여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코드 예제입니다.
교차 서비스 예제
여러 AWS 서비스 간 작동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드 예제
•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에 대한 작업 (p. 813)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생성 (p. 813)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삭제 (p. 824)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삭제 (p. 829)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항목 배치 가져오기 (p. 838)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가져오기 (p. 841)
•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정보 가져오기 (p. 849)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나열 (p. 854)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항목 추가 (p. 859)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p. 868)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PartiQL 문 실행 (p. 880)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PartiQL 문 배치 실행 (p. 890)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스캔 (p. 903)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항목 업데이트 (p. 912)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항목 배치 쓰기 (p. 922)
•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 관련 시나리오 (p. 930)
• AWS SDK를 사용하여 DAX로 DynamoDB 읽기 가속화 (p. 930)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항목 및 쿼리 사용 시작 (p. 935)
• PartiQL 문 배치 및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p. 1001)
• PartiQL 및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p. 1032)
•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교차 서비스 예제 (p. 1059)
•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구축 (p. 1060)
• COVID-19 데이터를 추적하는 API Gateway REST API 생성 (p. 1061)
• Step Functions를 사용하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생성 (p. 1061)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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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 데이터를 추적하는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 생성 (p. 1062)
• API Gateway를 사용하여 WebSocket 채팅 애플리케이션 생성 (p. 1064)
• AWS SDK를 사용하여 Amazon Rekognition을 통해 이미지에서 PPE 감지 (p. 1064)
• 브라우저에서 Lambda 함수 호출 (p. 1065)
• AWS SDK를 사용하여 EXIF 및 기타 이미지 정보 저장 (p. 1066)
• API Gateway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호출 (p. 1066)
• Step Functions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호출 (p. 1067)
• 예약된 이벤트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호출 (p. 1068)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에 대한 작업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를 통해 개별 DynamoDB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발췌한 이러
한 코드는 DynamoDB API를 호출하며, 독립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예제에는 GitHub에 대
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컨텍스트에 따라 코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
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작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를 참조하세요.
예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생성 (p. 813)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삭제 (p. 824)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삭제 (p. 829)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항목 배치 가져오기 (p. 838)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가져오기 (p. 841)
•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정보 가져오기 (p. 849)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나열 (p. 854)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항목 추가 (p. 859)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p. 868)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PartiQL 문 실행 (p. 880)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PartiQL 문 배치 실행 (p. 890)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스캔 (p. 903)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항목 업데이트 (p. 912)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항목 배치 쓰기 (p. 922)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생성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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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
///
///
///
///

<summary>
Creates a new Amazon DynamoDB table and then waits for the new
table to become activ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indicating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CreateMovieTable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CreateTableAsync(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title",
AttributeType = "S",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year",
AttributeType = "N",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year",
KeyType = "HASH",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5,
},
});
// Wait until the table is ACTIVE and then report success.
Console.Write("Waiting for table to become active...");
var request = 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
TableStatus status;
int sleepDuration = 2000;
do
{

System.Threading.Thread.Sleep(sleepDuration);

var describeTableResponse = await
client.DescribeTableAsync(request);

API 버전 2012-08-10
814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테이블 생성
status = describeTableResponse.Table.TableStatus;
Console.Write(".");
}
while (status != "ACTIVE");
}

return status == TableStatus.ACTIV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if (!region.empty())
clientConfig.region = region;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std::cout << "Creating table " << table <<
" with a simple primary key: \"Name\"" << std::endl;
Aws::DynamoDB::Model::CreateTableRequest req;
Aws::DynamoDB::Model::AttributeDefinition haskKey;
haskKey.SetAttributeName("Name");
haskKey.SetAttributeType(Aws::DynamoDB::Model::ScalarAttributeType::S);
req.AddAttributeDefinitions(haskKey);
Aws::DynamoDB::Model::KeySchemaElement keyscelt;
keyscelt.WithAttributeName("Name").WithKeyType(Aws::DynamoDB::Model::KeyType::HASH);
req.AddKeySchema(keyscelt);
Aws::DynamoDB::Model::ProvisionedThroughput thruput;
thruput.WithReadCapacityUnits(5).WithWriteCapacityUnits(5);
req.SetProvisionedThroughput(thruput);
req.SetTableName(table);
const Aws::DynamoDB::Model::CreateTableOutcome& result =
dynamoClient.CreateTable(req);
if (result.IsSuccess())
{
std::cout << "Table \"" <<
result.GetResult().GetTableDescription().GetTableName() <<
" created!" << std::endl;
}
else
{
std::cout << "Failed to create table: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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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CreateMovieTable creates a DynamoDB table with a composite primary key defined
as
// a string sort key named `title`, and a numeric partition key named `year`.
// This function uses NewTableExistsWaiter to wait for the table to be created by
// DynamoDB before it returns.
func (basics TableBasics) CreateMovieTable() (*types.TableDescription, error) {
var tableDesc *types.TableDescription
table, err := basics.DynamoDbClient.CreateTable(context.TODO(),
&dynamodb.CreateTableInput{
AttributeDefinitions: []types.AttributeDefinition{{
AttributeName: aws.String("year"),
AttributeType: types.ScalarAttributeTypeN,
}, {
AttributeName: aws.String("title"),
AttributeType: types.ScalarAttributeTypeS,
}},
KeySchema: []types.KeySchemaElement{{
AttributeName: aws.String("year"),
KeyType:
types.KeyTypeHash,
}, {
AttributeName: aws.String("title"),
KeyType:
types.KeyTypeRange,
}},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types.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aws.Int64(10),
WriteCapacityUnits: aws.Int64(10),
},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create table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else {
waiter := dynamodb.NewTableExistsWaiter(basics.DynamoDbClient)
err = waiter.Wait(context.TODO(), &dynamodb.DescribeTable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5*time.Minute)
if err != nil {
log.Printf("Wait for table exists failed. Here's why: %v\n", err)
}
tableDesc = table.TableDescription
}
return tableDesc, 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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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String create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key) {
DynamoDbWaiter dbWaiter = ddb.waiter();
CreateTableRequest request = CreateTableRequest.builder()
.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key)
.attributeType(ScalarAttributeType.S)
.build())
.keySchema(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key)
.keyType(KeyType.HASH)
.build())
.provisionedThroughput(ProvisionedThroughput.builder()
.readCapacityUnits(new Long(10))
.writeCapacityUnits(new Long(10))
.build())
.tableName(tableName)
.build();
String newTable ="";
try {
CreateTableResponse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escribeTableRequest tableRequest = Describ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 Wait until the Amazon DynamoDB table is created.
WaiterResponse<DescribeTableResponse> waiterResponse =
dbWaiter.waitUntilTableExists(tableRequest);
waiterResponse.matched().response().ifPresent(System.out::println);
newTabl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return newTable;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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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const REGION = "REGION"; //e.g.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port { ddbClient };

테이블을 만듭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CreateTable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Season", //ATTRIBUTE_NAME_1
AttributeType: "N", //ATTRIBUTE_TYPE
},
{
AttributeName: "Episode", //ATTRIBUTE_NAME_2
AttributeType: "N", //ATTRIBUTE_TYPE
},
],
KeySchema: [
{
AttributeName: "Season", //ATTRIBUTE_NAME_1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Episode", //ATTRIBUTE_NAME_2
KeyType: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1,
WriteCapacityUnits: 1,
},
TableName: "TEST_TABLE", //TABLE_NAME
StreamSpecification: {
StreamEnabled: false,
},
};
export const run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CreateTableCommand(params));
console.log("Table Created", data);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run();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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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CUSTOMER_ID',
AttributeType: 'N'
},
{
AttributeName: 'CUSTOMER_NAME',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CUSTOMER_ID',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CUSTOMER_NAME',
KeyType: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1,
WriteCapacityUnits: 1
},
TableName: 'CUSTOMER_LIST',
StreamSpecification: {
StreamEnabled: false
}
};
// Call DynamoDB to create the table
ddb.createTable(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Table Created", data);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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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createNewTable(tableNameVal: String, key: String): String? {
val attDef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key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S
}
val keySchemaVal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key
keyType = KeyType.Hash
}
val provisionedVal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val request = CreateTableRequest {
attributeDefinitions = listOf(attDef)
keySchema = listOf(keySchemaVal)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Val
tableName = tableNameVal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

}

var tableArn: String
val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db.waitUntilTableExists { // suspend call
tableName = tableNameVal
}
tableArn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Arn.toString()
println("Table $tableArn is ready")
return tableArn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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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 "ddb_demo_table_$uuid";
$service->createTable(
$tableName,
[
new DynamoDBAttribute('year', 'N', 'HASH'),
new DynamoDBAttribute('title', 'S', 'RANGE')
]
);
public function createTable(string $tableName, array $attributes)
{
$keySchema = [];
$attributeDefinitions = [];
foreach ($attributes as $attribute) {
if (is_a($attribute, DynamoDBAttribute::class)) {
$keySchema[] = ['AttributeName' => $attribute->AttributeName,
'KeyType' => $attribute->KeyType];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 $attribute->AttributeName, 'AttributeType'
=> $attribute->AttributeType];
}
}
$this->dynamoDbClient->createTable([
'TableName' => $tableName,
'KeySchema' => $keySchema,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Definitions,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영화 데이터를 저장할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create_table(self, table_name):
"""
Cre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that can be used to store movie data.
The table uses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as the partition key and the
title as the sort key.
:param table_name: 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
:return: The newly creat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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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self.table = self.dyn_resource.create_table(
TableName=table_name,
KeySchema=[
{'AttributeName': 'year', 'KeyType': 'HASH'}, # Partition key
{'AttributeName': 'title', 'KeyType': 'RANGE'} # Sort key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 'year', 'AttributeType': 'N'},
{'AttributeName': 'title', 'AttributeType': 'S'}
],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 10,
'WriteCapacityUnits': 10})
self.table.wait_until_exists()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create table %s. Here's why: %s: %s", table_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self.tabl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Cre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that can be used to store movie data.
# The table uses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as the partition key and the
# title as the sort key.
#
# @param table_name [String] 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
# @return [Aws::DynamoDB::Table] The newly created table.
def create_table(table_name)
@table = @dynamo_resource.create_table(
table_name: table_name,
key_schema: [
{attribute_name: "year", key_type: "HASH"}, # Partition key
{attribute_name: "title", key_type: "RANGE"} # Sort key
],
attribute_definitions: [
{attribute_name: "year", attribute_type: "N"},
{attribute_name: "title", attribute_type: "S"}
],
provisioned_throughput: {read_capacity_units: 10, write_capacity_units: 10})
@dynamo_resource.client.wait_until(:table_exists, table_name: table_nam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create table #{table_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tabl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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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 async fn create_table(client: &Client, table: &str, key: &str) -> Result<(),
Error> {
let a_name: String = key.into();
let table_name: String = table.into();
let ad = 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_name(&a_name)
.attribute_type(ScalarAttributeType::S)
.build();
let ks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_name(&a_name)
.key_type(KeyType::Hash)
.build();
let pt = ProvisionedThroughput::builder()
.read_capacity_units(10)
.write_capacity_units(5)
.build();
let create_table_response = client
.create_table()
.table_name(table_name)
.key_schema(ks)
.attribute_definitions(ad)
.provisioned_throughput(pt)
.send()
.await;

}

match create_table_response {
Ok(_) => {
println!("Added table {} with key {}", table, key);
Ok(())
}
Err(e) => {
eprintln!("Got an error creating table:");
eprintln!("{}", e);
Err(Error::Unhandled(Box::new(e)))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Rust용 AWS SDK API 참조의 CreateTable을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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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삭제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을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Table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
var request = new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DeleteTableAsync(request);
if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Console.WriteLine($"Table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successfully deleted.");
return true;
}
else
{
Console.WriteLine("Could not delete table.");
return false;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if (!region.empty())
clientConfig.region = region;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DeleteTableRequest dtr;
dtr.SetTableName(table);
const Aws::DynamoDB::Model::DeleteTableOutcome& result =
dynamoClient.DeleteTable(dtr);
if (result.IsSuccess())
{
std::cout << "Your Table \"" <<
result.GetResult().GetTableDescription().GetTableName() << " was delete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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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std::cout << "Failed to delete table: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DeleteTable deletes the DynamoDB table and all of its data.
func (basics TableBasics) DeleteTable() error {
_, err := basics.DynamoDbClient.DeleteTable(context.TODO(),
&dynamodb.DeleteTable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table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return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void deleteDynamoDB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DeleteTableRequest request = Delet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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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deleteTable(reques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tableName +" was successfully delete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DeleteTable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CUSTOMER_LIST_NEW",
};
export const run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DeleteTable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table deleted", data);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run();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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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process.argv[2]
};
// Call DynamoDB to delete the specified table
ddb.deleteTable(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err.code === 'ResourceNotFoundException') {
console.log("Error: Table not found");
} else if (err && err.code === 'ResourceInUseException') {
console.log("Error: Table in use");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deleteDynamoDBTable(tableNameVal: String) {
val request =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deleteTable(request)
println("$tableNameVal was deleted")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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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unction deleteTable(string $TableName)
{
$this->customWaiter(function () use ($TableName) {
return $this->dynamoDbClient->deleteTable([
'TableName' => $TableName,
]);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delete_table(self):
"""
Deletes the table.
"""
try:
self.table.delete()
self.table = Non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delete table.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Deletes the table.
def delete_table
@table.delete
@table = nil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delete table. Here'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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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 async fn delete_table(client: &Client, table: &str) -> Result<(), Error> {
client.delete_table().table_name(table).send().await?;
println!("Deleted table");
}

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Rust용 AWS SDK API 참조의 DeleteTable을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삭
제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
///
///
///
///
///
///
///
///

<summary>
Deletes a single item from a DynamoDB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The initialized DynamoDB client object.</param>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from which the item
will be deleted.</param>
<param name="movieToDelete">A movie object containing the title and
year of the movie to delete.</param>
<returns>A Boolean value indicat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delete operation.</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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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Item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Movie movieToDelete)
{
var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oDelet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movieToDelete.Year.ToString() },
};
var request = new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key,
};

}

var response = await client.DeleteItemAsync(request);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DeleteMovie removes a movie from the DynamoDB table.
func (basics TableBasics) DeleteMovie(movie Movie) error {
_, err := basics.DynamoDbClient.DeleteItem(context.TODO(),
&dynamodb.Delete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Key: movie.GetKey(),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v from the table.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return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2-08-10
83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테이블에서 항목 삭제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void deleteDymamoDBItem(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key, String keyVal) {
HashMap<String,AttributeValue> keyToGet = new HashMap<>();
keyToGet.put(key, AttributeValue.builder()
.s(keyVal)
.build());
DeleteItemRequest deleteReq = DeleteItem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keyToGet)
.build();

}

try {
ddb.deleteItem(deleteReq);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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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import { Delete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Key: {
primaryKey: "VALUE_1",
sortKey: "VALUE_2",
},
};
export const deleteItem = async ()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Delete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item deleted");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deleteItem();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Year1 = process.argv[3];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4];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 {
const params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dele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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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artiQL을 사용하여 배치로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year=? and title=?",
Parameters: [{ N: movieYear1 }, { S: movieTitle1 }],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year=? and title=?",
Parameters: [{ N: movieYear2 }, { S: movieTitle2 }],
},
],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deleted.", data);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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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TABLE',
Key: {
'KEY_NAME': {N: 'VALUE'}
}
};
// Call DynamoDB to delete the item from the table
ddb.deleteItem(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삭제합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document client
var doc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Key: {
'HASH_KEY': VALUE
},
TableName: 'TABLE'
};
docClient.delete(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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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 fun deleteDymamoDBItem(tableNameVal: String, keyName: String, keyVal:
String) {
val keyToGet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keyToGet[keyName] = AttributeValue.S(keyVal)
val request =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key = keyToGet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deleteItem(request)
println("Item with key matching $keyVal was deleted")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key = [
'Item' => [
'title' => [
'S' => $movieName,
],
'year' => [
'N' => $movieYear,
],
]
];
$service->deleteItemByKey($tableName, $key);
echo "But, bad news, this was a trap. That movie has now been deleted
because of your rating...harsh.\n";
public function deleteItemByKey(string $tableName, array $key)
{
$this->dynamoDbClient->deleteItem([
'Key' => $key['Item'],
'TableName' => $tableName,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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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delete_movie(self, title, year):
"""
Deletes a movie from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delete.
"""
try:
self.table.delete_item(Key={'year': year, 'title': titl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delete movie %s. Here's why: %s: %s", titl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항목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삭제되도록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lass UpdateQueryWrapper:
def __init__(self, table):
self.table = table
def delete_underrated_movie(self, title, year, rating):
"""
Deletes a movie only if it is rated below a specified value. By using a
condition expression in a delete operation, you can specify that an item is
deleted only when it meets certain criteria.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delete.
:param rating: The rating threshold to check before deleting the movie.
"""
try:
self.table.dele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ConditionExpression="info.rating <= :val",
ExpressionAttributeValues={":val": Decimal(str(rating))})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logger.warning(
"Didn't delete %s because its rating is greater than %s.",
title, rating)
else:
logger.error(
"Couldn't delete movie %s. Here's why: %s: %s", titl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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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Deletes a movie from the tabl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delete.
def delete_movie(title, year)
@table.delete_item(key: {"year" => year, "title" => titl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delete movie #{titl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 async fn delete_item(
client: &Client,
table: &str,
key: &str,
value: &str,
) -> Result<(), Error> {
match client
.delete_item()
.table_name(table)
.key(key, AttributeValue::S(value.into()))
.send()
.await
{
Ok(_) => {
println!("Deleted item from table");
Ok(())
}
Err(e) => Err(Error::Unhandled(Box::new(e))),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Rust용 AWS SDK API 참조의 DeleteIte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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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항목 배치 가져오기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항목 배치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am>

param>

///
///
///
///

<summary>
Gets information about an existing movie from the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newMovie">A Movie object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 the movie to retrieve.</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containing the movie.</

/// <returns>A Dictionary object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item
/// retrieved.</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GetItem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Movie newMovie, string tableName)
{
var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newMovi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newMovie.Year.ToString() },
};
var request = new GetItemRequest
{
Key = key,
TableName = tableName,
};

}

var response = await client.GetItemAsync(request);
return response.Item;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BatchGe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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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const REGION = "REGION"; //e.g.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port { ddbClient };

항목을 가져옵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GetItem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RequestItems: {
TABLE_NAME: {
Keys: [
{
KEY_NAME_1: { N: "KEY_VALUE" },
KEY_NAME_2: { N: "KEY_VALUE" },
KEY_NAME_3: { N: "KEY_VALUE" },
},
],
ProjectionExpression: "ATTRIBUTE_NAME",
},
},
};
export const run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BatchGetItem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s retrieved", data);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run();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BatchGe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RequestItems: {
'TABLE_NAME': {
Ke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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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_NAME': {N: 'KEY_VALUE_1'}},
{'KEY_NAME': {N: 'KEY_VALUE_2'}},
{'KEY_NAME': {N: 'KEY_VALUE_3'}}

}
};

}

],
ProjectionExpression: 'KEY_NAME, ATTRIBUTE'

ddb.batchGetItem(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data.Responses.TABLE_NAME.forEach(function(element, index, array) {
console.log(element);
});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BatchGet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import decimal
import json
import logging
import os
import pprint
import time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logger = logging.getLogger(__name__)
dynamodb = boto3.resource('dynamodb')
MAX_GET_SIZE = 100

# Amazon DynamoDB rejects a get batch larger than 100 items.

def do_batch_get(batch_keys):
"""
Gets a batch of items from Amazon DynamoDB. Batches can contain keys from
more than one table.
When Amazon DynamoDB cannot process all items in a batch, a set of unprocessed
keys is returned. This function uses an exponential backoff algorithm to retry
getting the unprocessed keys until all are retrieved or the specified
number of tries is reached.
:param batch_keys: The set of keys to retrieve. A batch can contain at most 100
keys. Otherwise, Amazon DynamoDB returns an error.
:return: The dictionary of retrieved items grouped under their respective
table names.
"""
tries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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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_tries = 5
sleepy_time = 1 # Start with 1 second of sleep, then exponentially increase.
retrieved = {key: [] for key in batch_keys}
while tries < max_tries:
response = dynamodb.batch_get_item(RequestItems=batch_keys)
# Collect any retrieved items and retry unprocessed keys.
for key in response.get('Responses', []):
retrieved[key] += response['Responses'][key]
unprocessed = response['UnprocessedKeys']
if len(unprocessed) > 0:
batch_keys = unprocessed
unprocessed_count = sum(
[len(batch_key['Keys']) for batch_key in batch_keys.values()])
logger.info(
"%s unprocessed keys returned. Sleep, then retry.",
unprocessed_count)
tries += 1
if tries < max_tries:
logger.info("Sleeping for %s seconds.", sleepy_time)
time.sleep(sleepy_time)
sleepy_time = min(sleepy_time * 2, 32)
else:
break
return retrieve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BatchGetItem을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가
져오기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
C++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GetItemRequest req;
// Set up the request.
req.SetTableName(table);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hashKey;
hashKey.SetS(keyval);
req.AddKey(key, hashKey);
// Retrieve the item's fields and values
const Aws::DynamoDB::Model::Get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GetItem(req);
if (result.IsSu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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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 the retrieved fields/values.
const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
= result.GetResult().GetItem();
if (item.size() > 0)
{
// Output each retrieved field and its value.
for (const auto& i : item)
std::cout << "Values: " << i.first << ": " << i.second.GetS()
<< std::endl;
}
else
{
std::cout << "No item found with the key " << key << std::endl;
}
}
else
{
std::cout << "Failed to get item: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GetMovie gets movie data from the DynamoDB table by using the primary composite
key
// made of title and year.
func (basics TableBasics) GetMovie(title string, year int) (Movie, error) {
movie := Movie{Title: title, Year: year}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GetItem(context.TODO(),
&dynamodb.GetItemInput{
Key: movie.GetKey(),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info about %v. Here's why: %v\n", title,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Item,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
return movie, 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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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DynamoDbClient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public static int query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Val, String partitionAlias) {
// Set up an alias for the partition key name in case it's a reserved word.
HashMap<String,String> attrNameAlias = new HashMap<String,String>();
attrNameAlias.put(partitionAlias, partitionKeyName);
// Set up mapping of the partition name with the value.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attrValues = new HashMap<>();
attrValues.put(":"+partitionKeyName, AttributeValue.builder()
.s(partitionKeyVal)
.build());
QueryRequest queryReq = Query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ConditionExpression(partitionAlias + " = :" + partitionKeyName)
.expressionAttributeNames(attrNameAlias)
.expressionAttributeValues(attrValues)
.build();
try {
QueryResponse response = ddb.query(queryReq);
return response.coun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1;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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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import { Get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Key: {
primaryKey: "VALUE_1",
sortKey: "VALUE_2",
},
};
export const getItem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Ge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data.Item);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getItem();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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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3];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Title1) => {
const params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Parameters: [{ S: movieTitle1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for (let i = 0; i < data.Items.length; i++) {
console.log(
"Success. The query return the following data. Item " + i,
data.Items[i].year,
data.Items[i].title,
data.Items[i].info
);
}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Title1);

PartiQL을 사용하여 배치로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SELECT * FROM " +
Parameters: [{ S: movieTitle1
},
{
Statement: "SELECT * FROM " +
Parameters: [{ S: movieTitle2
},
],
};
try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 { N: movieYear1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 { N: movieYea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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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for (let i = 0; i < data.Responses.length; i++) {
console.log(data.Responses[i].Item.year);
console.log(data.Responses[i].Item.title);
}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TABLE',
Key: {
'KEY_NAME': {N: '001'}
},
ProjectionExpression: 'ATTRIBUTE_NAME'
};
// Call DynamoDB to read the item from the table
ddb.getItem(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Item);
}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document client
var doc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EPISODES_TABLE',
Key: {'KEY_NAME':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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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Client.get(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Item);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getSpecificItem(tableNameVal: String, keyName: String, keyVal: String)
{
val keyToGet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keyToGet[keyName] = AttributeValue.S(keyVal)
val request = GetItemRequest {
key = keyToGet
tableName = tableNameVal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turnedItem = ddb.getItem(request)
val numbersMap = returnedItem.item
numbersMap?.forEach { key1 ->
println(key1.key)
println(key1.value)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movie = $service->getItemByKey($tableName, $key);
echo "\nThe movie {$movie['Item']['title']['S']} was released in
{$movie['Item']['year']['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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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unction getItemByKey(string $tableName, array $key)
{
return $this->dynamoDbClient->getItem([
'Key' => $key['Item'],
'TableName' => $tableName,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get_movie(self, title, year):
"""
Gets movie data from the table for a specific movi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return: The data about the requested movie.
"""
try:
response = self.table.get_item(Key={'year': year, 'title': titl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get movie %s from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Item']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Gets movie data from the table for a specific mov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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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 @return [Hash] The data about the requested movie.
def get_movie(title, year)
response = @table.get_item(key: {"year" => year, "title" => titl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get movie #{title} from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response.item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GetItem을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정보 가져오기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
C++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if (!region.empty())
clientConfig.region = region;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DescribeTableRequest dtr;
dtr.SetTableName(table);
const Aws::DynamoDB::Model::DescribeTableOutcome& result =
dynamoClient.DescribeTable(dtr);
if (result.IsSuccess())
{
const Aws::DynamoDB::Model::TableDescription& td =
result.GetResult().GetTable();
std::cout << "Table name : " << td.GetTableName() << std::endl;
std::cout << "Table ARN
: " << td.GetTableArn() << std::endl;
std::cout << "Status
: " <<
Aws::DynamoDB::Model::TableStatusMapper::GetNameForTableStatus(td.GetTableStatus())
<< std::endl;
std::cout << "Item count : " << td.GetItemCount() << std::endl;
std::cout << "Size (bytes): " << td.GetTableSizeBytes() << std::endl;
const Aws::DynamoDB::Model::ProvisionedThroughputDescription& ptd =
td.GetProvisionedThroughput();
std::cout << "Throughput" << std::endl;
std::cout << " Read Capacity : " << ptd.GetReadCapacityUnits() <<
std::endl;
std::cout << " Write Capacity: " << ptd.GetWriteCapacityUnits() <<
std::en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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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Aws::Vector<Aws::DynamoDB::Model::AttributeDefinition>& ad =
td.GetAttributeDefinitions();
std::cout << "Attributes" << std::endl;
for (const auto& a : ad)
std::cout << " " << a.GetAttributeName() << " (" <<

Aws::DynamoDB::Model::ScalarAttributeTypeMapper::GetNameForScalarAttributeType(a.GetAttributeT
<<
")" << std::endl;
}
else
{
std::cout << "Failed to describe table: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DescribeTable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TableExists determines whether a DynamoDB table exists.
func (basics TableBasics) TableExists() (bool, error) {
exists := true
_, err := basics.DynamoDbClient.DescribeTable(
context.TODO(), &dynamodb.DescribeTableInput{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
if err != nil {
var notFoundEx *types.ResourceNotFoundException
if errors.As(err, &notFoundEx) {
log.Printf("Table %v does not exist.\n", basics.TableName)
err = nil
} else {
log.Printf("Couldn't determine existence of table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exists = false
}
return exists,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DescribeTable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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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public static void describeDymamoDBTable(DynamoDbClient ddb,String tableName )
DescribeTableRequest request = Describ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TableDescription tableInfo = ddb.describeTable(request).table();
if (tableInfo != null) {
System.out.format("Table name : %s\n", tableInfo.tableName());
System.out.format("Table ARN
: %s\n", tableInfo.tableArn());
System.out.format("Status
: %s\n", tableInfo.tableStatus());
System.out.format("Item count : %d\n",
tableInfo.itemCount().longValue());
System.out.format("Size (bytes): %d\n",
tableInfo.tableSizeBytes().longValue());
ProvisionedThroughputDescription throughputInfo =
tableInfo.provisionedThroughput();
System.out.println("Throughput");
System.out.format(" Read Capacity : %d\n",
throughputInfo.readCapacityUnits().longValue());
System.out.format(" Write Capacity: %d\n",
throughputInfo.writeCapacityUnits().longValue());
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s =
tableInfo.attributeDefinitions();
System.out.println("Attributes");
for (AttributeDefinition a : attributes) {
System.out.format(" %s (%s)\n", a.attributeName(),
a.attributeType());
}
}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nDon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Describ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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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const REGION = "REGION"; //e.g.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port { ddbClient };

테이블을 설명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DescribeTable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 //TABLE_NAME
export const run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DescribeTable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data);
// console.log("Success", data.Table.KeySchema);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run();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DescribeTable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process.argv[2]
};
// Call DynamoDB to retrieve the selected table descriptions
ddb.describeTable(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Table.KeySch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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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DescribeTable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exists(self, table_name):
"""
Determines whether a table exists. As a side effect, stores the table in
a member variable.
:param table_name: The name of the table to check.
:return: True when the table exists; otherwise, False.
"""
try:
table = self.dyn_resource.Table(table_name)
table.load()
exists = True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ResourceNotFoundException':
exists = False
else:
logger.error(
"Couldn't check for existence of %s. Here's why: %s: %s",
table_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else:
self.table = table
return exists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Boto3)용 AWS SDK API 참조의 DescribeTable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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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rmines whether a table exists. As a side effect, stores the table in
# a member variable.
#
# @param table_name [String] The name of the table to check.
# @return [Boolean] True when the table exists; otherwise, False.
def exists?(table_name)
table = Aws::DynamoDB::Table.new(table_name)
table.load
@table = table
rescue Aws::DynamoDB::Errors::ResourceNotFoundException
puts("Table #{table_name} doesn't exist. Let's create it.")
fals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check for existence of #{table_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table.nil?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DescribeTable을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나열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을 나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
C++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ListTablesRequest listTablesRequest;
listTablesRequest.SetLimit(50);
do
{
const Aws::DynamoDB::Model::ListTablesOutcome& lto =
dynamoClient.ListTables(listTablesRequest);
if (!lto.IsSuccess())
{
std::cout << "Error: " << lto.GetError().GetMessage() << std::endl;
return 1;
}
for (const auto& s : lto.GetResult().GetTableNames())
std::cout << s << std::endl;
listTablesRequest.SetExclusiveStartTableName(lto.GetResult().GetLastEvaluatedTableName());
} while (!listTablesRequest.GetExclusiveStartTableName().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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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ListTables를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ListTables lists the DynamoDB table names for the current account.
func (basics TableBasics) ListTables() ([]string, error) {
var tableNames []string
tables, err := basics.DynamoDbClient.ListTables(
context.TODO(), &dynamodb.ListTablesInput{})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list tables. Here's why: %v\n", err)
} else {
tableNames = tables.TableNames
}
return tableNames,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ListTables를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void listAllTables(DynamoDbClient ddb){
boolean moreTables = true;
String lastName = null;
while(moreTables) {
try {
ListTablesResponse response = null;
if (lastName == null) {
ListTablesRequest request =
ListTablesRequest.builder().build();
response = ddb.listTables(request);
} 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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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TablesRequest request = ListTablesRequest.builder()
.exclusiveStartTableName(lastName).build();
response = ddb.listTables(request);

List<String> tableNames = response.tableNames();
if (tableNames.size() > 0) {
for (String curName : tableNames) {
System.out.format("* %s\n", curName);
}
} else {
System.out.println("No tables found!");
System.exit(0);
}
lastName = response.lastEvaluatedTableName();
if (lastName == null) {
moreTables = false;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
System.out.println("\nDon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ListTables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const REGION = "REGION"; //e.g.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port { ddbClient };

테이블을 나열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ListTables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export const run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ListTablesCommand({}));
console.log(data);
// console.log(data.TableNames.jo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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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ListTables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 Call DynamoDB to retrieve the list of tables
ddb.listTables({Limit: 10},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code);
} else {
console.log("Table names are ", data.TableNames);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ListTables를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listAllTables()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listTables(ListTablesRequest {})
response.tableNames?.forEach { tableName ->
println("Table name is $tableName")
}
}

API 버전 2012-08-10
857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테이블 나열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ListTables를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function listTables($exclusiveStartTableName = "", $limit = 100)
{
$this->dynamoDbClient->listTables([
'ExclusiveStartTableName' => $exclusiveStartTableName,
'Limit' => $limit,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ListTables를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list_tables(self):
"""
Lists the Amazon DynamoDB tables for the current account.
:return: The list of tables.
"""
try:
tables = []
for table in self.dyn_resource.tables.all():
print(table.name)
tables.append(tabl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list tables.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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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Boto3)용 AWS SDK API 참조의 ListTables를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항목 추가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am>

///
///
///
///

<summary>
Adds a new item to the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newMovie">A Movie object containing informtation for
/// the movie to add to the table.</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where the item will be
add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results of adding the
item.</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PutItem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Movie newMovie, string tableName)
{
var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newMovi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newMovie.Year.ToString() },
};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

}

var response = await client.PutItemAsync(request);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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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PutItemRequest putItemRequest;
putItemRequest.SetTableName(table);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v;
av.SetS(keyVal);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lbum;
album.SetS(AlbumTitleValue);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wards;
awards.SetS(AwardVal);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song;
song.SetS(SongTitleVal);
// Add all AttributeValue objects.
putItemRequest.AddItem(key, av);
putItemRequest.AddItem(albumTitle, album);
putItemRequest.AddItem(Awards, awards);
putItemRequest.AddItem(SongTitle, song);
const Aws::DynamoDB::Model::Put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PutItem(putItemRequest);
if (!result.IsSuccess())
{
std::cout << result.GetError().GetMessage() << std::endl;
return 1;
}
std::cout << "Successfully added Item!" << std::endl;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AddMovie adds a movie the DynamoDB table.
func (basics TableBasics) AddMovie(movie Movie) error {
item, err := attributevalue.MarshalMap(movie)
if err != nil {
panic(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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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err = basics.DynamoDbClient.PutItem(context.TODO(), &dynamodb.Put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Item: item,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add item to table.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public static void putRecord(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try {
DynamoDbTable<Customer> cust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 Create an Instant value.
LocalDate localDate = LocalDate.parse("2020-04-07");
LocalDateTime localDateTime = localDate.atStartOfDay();
Instant instant = localDateTime.toInstant(ZoneOffset.UTC);
// Populate the Table.
Customer custRecord = new Customer();
custRecord.setCustName("Tom red");
custRecord.setId("id101");
custRecord.setEmail("tred@noserver.com");
custRecord.setRegistrationDate(instant) ;
// Put the customer data into an Amazon DynamoDB table.
custTable.putItem(custRecord);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Customer data added to the table with id id101");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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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import { Put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export const putItem = async () => {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Item: {
primaryKey: "VALUE_1",
sortKey: "VALUE_2",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Pu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item added or updated",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stack);
}
};
put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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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Year1 = process.argv[3];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4];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Title1, movieYear1) => {
const params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add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Title1, movieYear1);

PartiQL을 사용하여 배치로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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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add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CUSTOMER_LIST',
Item: {
'CUSTOMER_ID' : {N: '001'},
'CUSTOMER_NAME' : {S: 'Richard Roe'}
}
};
// Call DynamoDB to add the item to the table
ddb.putItem(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document client
var doc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TableName: 'TABLE',
Item: {
'HASHKE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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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TRIBUTE_1': 'STRING_VALUE',
'ATTRIBUTE_2': VALUE_2

docClient.put(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putItemInTable(
tableNameVal: String,
key: String,
keyVal: String,
albumTitle: String,
albumTitleValue: String,
awards: String,
awardVal: String,
songTitle: String,
songTitleVal: String
) {
val item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 Add all content to the table.
itemValues[key] = AttributeValue.S(keyVal)
itemValues[songTitle] = AttributeValue.S(songTitleVal)
itemValues[albumTitle] = AttributeValue.S(albumTitleValue)
itemValues[awards] = AttributeValue.S(awardVal)
val request =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item = itemValues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putItem(request)
println(" A new item was placed into $tableNameVal.")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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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cho "What's the name of the last movie you watched?\n";
while (empty($movieName)) {
$movieName = testable_readline("Movie name: ");
}
echo "And what year was it released?\n";
$movieYear = "year";
while (!is_numeric($movieYear) || intval($movieYear) != $movieYear) {
$movieYear = testable_readline("Year released: ");
}
$service->putItem([
'Item' => [
'year' => [
'N' => "$movieYear",
],
'title' => [
'S' => $movieName,
],
],
'TableName' => $tableName,
]);
public function putItem(array $array)
{
$this->dynamoDbClient->putItem($array);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add_movie(self, title, year, plot, rating):
"""
Adds a movie to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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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plot: The plot summary of the movie.
:param rating: The quality rating of the movie.
"""
try:
self.table.put_item(
Item={
'year': year,
'title': title,
'info': {'plot': plot, 'rating': Decimal(str(rating))}})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add movie %s to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 API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Adds a movie to the tabl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 @param plot [String] The plot summary of the movie.
# @param rating [Float] The quality rating of the movie.
def add_movie(title:, year:, plot:, rating:)
@table.put_item(
item: {
"year" => year,
"title" => title,
"info" => {"plot" => plot, "rating" => rating}})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add movie #{title} to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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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 async fn add_item(client: &Client, item: Item, table: &String) -> Result<(),
Error> {
let user_av = AttributeValue::S(item.username);
let type_av = AttributeValue::S(item.p_type);
let age_av = AttributeValue::S(item.age);
let first_av = AttributeValue::S(item.first);
let last_av = AttributeValue::S(item.last);
let request = client
.put_item()
.table_name(table)
.item("username", user_av)
.item("account_type", type_av)
.item("age", age_av)
.item("first_name", first_av)
.item("last_name", last_av);
println!("Executing request [{request:?}] to add item...");
let resp = request.send().await?;
let attributes = resp.attributes().unwrap();
println!(
"Added user {:?}, {:?} {:?}, age {:?} as {:?} user",
attributes.get("username"),
attributes.get("first_name"),
attributes.get("last_name"),
attributes.get("age"),
attributes.get("p_type")
);
}

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Rust용 AWS SDK API 참조의 PutItem을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을 쿼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
///
///
///
///
///

<summary>
Queries the table for movies released in a particular year and
then displays the information for the movies returned.
</summary>
<param name="client">The initialized DynamoDB client object.</param>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o query.</param>
<param name="year">The release year for which we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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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movies.</param>
/// <returns>The number of movies that match the query.</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int> QueryMovies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int year)
{
var movieTable = Table.LoadTable(client, tableName);
var filter = new QueryFilter("year", QueryOperator.Equal, year);
Console.WriteLine("\nFind movies released in: {year}:");
var config = new QueryOperationConfig()
{
Limit = 10, // 10 items per page.
Select = SelectValues.SpecificAttributes,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title",
"year",
},
ConsistentRead = true,
Filter = filter,
};
// Value used to track how many movies match the
// supplied criteria.
var moviesFound = 0;
Search search = movieTable.Query(config);
do
{
var movieList = await search.GetNextSetAsync();
moviesFound += movieList.Count;
foreach (var movie in movieList)
{
DisplayDocument(movie);
}

}
while (!search.IsDone);
}

return moviesFou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QueryRequest req;
req.SetTableName(table);
// Set query key condition expression

API 버전 2012-08-10
86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테이블 쿼리
req.SetKeyConditionExpression(partitionKeyAttributeName +
"= :valueToMatch");
// Set Expression AttributeValues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Values;
attributeValues.emplace(":valueToMatch", partitionKeyAttributeValue);
req.SetExpressionAttributeValues(attributeValues);
// Perform Query operation
const Aws::DynamoDB::Model::QueryOutcome& result = dynamoClient.Query(req);
if (result.IsSuccess())
{
// Reference the retrieved items
const Aws::Vector<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s = result.GetResult().GetItems();
if(items.size() > 0)
{
std::cout << "Number of items retrieved from Query: " <<
items.size() << std::endl;
//Iterate each item and print
for(const auto &item: items)
{
std::cout <<
"******************************************************" << std::endl;
// Output each retrieved field and its value
for (const auto& i : item)
std::cout << i.first << ": " << i.second.GetS() << std::endl;
}
}
else
{
}

std::cout << "No item found in table: " << table << std::endl;

}
else
{

std::cout << "Failed to Query items: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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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 gets all movies in the DynamoDB table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The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key condition expression
// that is used in the query.
func (basics TableBasics) Query(releaseYear int) ([]Movie, error) {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QueryOutput
var movies []Movie
keyEx := expression.Key("year").Equal(expression.Value(releaseYear))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KeyCondition(keyEx).Build()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build epxression for query.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Query(context.TODO(), &dynamodb.Query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KeyConditionExpression:
expr.KeyCondition(),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v. Here's why: %v\n",
releaseYear,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ListOfMaps(response.Items, &movies)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query response. Here's why: %v\n", err)
}
}
}
return movies,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 쿼리
public static String queryTable(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try{

DynamoDbTable<Customer> mapped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QueryConditional queryConditional =
QueryConditional.keyEqualTo(Key.builder()
.partitionValue("id101")
.build());
// Get items in the table and write out the ID value.
Iterator<Customer> results =
mappedTable.query(queryConditional).items().iterator();
Str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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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results.hasNext()) {
Customer rec = results.next();
result = rec.getId();
System.out.println("The record id is "+result);
}
return resul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

고급형 클라이언트 및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public static void queryIndex(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try {
// Create a DynamoDbEnhancedClient and use the DynamoDbClient object.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DynamoDbEnhancedClient.builder()
.dynamoDbClient(ddb)
.build();
//Create a DynamoDbTable object based on Movies.
DynamoDbTable<Movies> table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String dateVal = "2013";
DynamoDbIndex<Movies> secIndex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index("year-index");
AttributeValue attVal = AttributeValue.builder()
.n(dateVal)
.build();
// Create a QueryConditional object that's used in the query operation.
QueryConditional queryConditional = QueryConditional
.keyEqualTo(Key.builder().partitionValue(attVal)
.build());
// Get items in the table.
SdkIterable<Page<Movies>> results =
secIndex.query(QueryEnhancedRequest.builder()
.queryConditional(queryConditional)
.limit(300)
.build());
// Display the results.
results.forEach(page -> {
List<Movies> allMovies = page.items();
for (Movies myMovies: allMovies) {
System.out.println("The movie title is " + myMovies.getTitle()
+ ". The year is " + myMovies.getYear());
}
});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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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Client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public static int query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Val, String partitionAlias) {
// Set up an alias for the partition key name in case it's a reserved word.
HashMap<String,String> attrNameAlias = new HashMap<String,String>();
attrNameAlias.put(partitionAlias, partitionKeyName);
// Set up mapping of the partition name with the value.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attrValues = new HashMap<>();
attrValues.put(":"+partitionKeyName, AttributeValue.builder()
.s(partitionKeyVal)
.build());
QueryRequest queryReq = Query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ConditionExpression(partitionAlias + " = :" + partitionKeyName)
.expressionAttributeNames(attrNameAlias)
.expressionAttributeValues(attrValues)
.build();
try {
QueryResponse response = ddb.query(queryReq);
return response.coun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1;

DynamoDbClient 및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public static void queryIndex(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try {
Map<String, String> expressionAttributesNames = new HashMap<>();
expressionAttributesNames.put("#year", "year");
Map<String, 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HashMap<>();
expressionAttributeValues.put(":yearValue",
AttributeValue.builder().n("2013").build());
QueryRequest request = Query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indexName("year-index")
.keyConditionExpression("#year = :yearValue")
.expressionAttributeNames(expressionAttributes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expressionAttributeValues)
.build();
System.out.println("=== Movie Titles ===");
QueryResponse response = ddb.query(request);
response.items()
.forEach(movie -> System.out.println(movie.get("title").s()));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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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const REGION = "REGION"; //e.g.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port { ddbClient };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Query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KeyConditionExpression: "Season = :s and Episode > :e",
FilterExpression: "contains (Subtitle, :topic)",
ExpressionAttributeValues: {
":s": { N: "1" },
":e": { N: "2" },
":topic": { S: "SubTitle" },
},
ProjectionExpression: "Episode, Title, Subtitle",
TableName: "EPISODES_TABLE",
};
export const run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QueryCommand(params));
data.Items.forEach(function (element) {
console.log(element.Title.S + " (" + element.Subtitle.S + ")");
});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용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from "@aws-sdk/lib-dynam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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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ddbClient} from "./ddbClient";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import { Query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y": "year" },
ProjectionExpression: "#r, #y, title",
TableName: "TABLE_NAME",
ExpressionAttributeValues: {
":t": "MOVIE_NAME",
":y": "MOVIE_YEAR",
":r": "MOVIE_RANK",
},
KeyConditionExpression: "title = :t and #y = :y",
FilterExpression: "info.#r = :r",
};
export const queryTable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QueryCommand(params));
for (let i = 0; i < data.Items.length; i++) {
console.log(
"Success. Items with rank of " +
"MOVIE_RANK" +
" include\n" +
"Year = " +
data.Items[i].year +
" Title = " +
data.Items[i].title
);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queryTable();

API 버전 2012-08-10
875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테이블 쿼리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document client
var docClient = new AWS.DynamoDB.DocumentClient({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ExpressionAttributeValues: {
':s': 2,
':e': 9,
':topic': 'PHRASE'
},
KeyConditionExpression: 'Season = :s and Episode > :e',
FilterExpression: 'contains (Subtitle, :topic)',
TableName: 'EPISODES_TABLE'
};
docClient.query(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Items);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queryDynTable(
tableNameVal: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Val: String,
partitionAlias: String
): Int {
val attrNameAlias = mutableMapOf<String,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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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NameAlias[partitionAlias] = partitionKeyName
// Set up mapping of the partition name with the value.
val attr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attrValues[":$partitionKeyName"] = AttributeValue.S(partitionKeyVal)
val request = Query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keyConditionExpression = "$partitionAlias = :$partitionKey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 attrNameAlias
this.expressionAttributeValues = attrValues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query(request)
return response.count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birthKey = [
'Key' => [
'year' => [
'N' => "$birthYear",
],
],
];
$result = $service->query($tableName, $birthKey);
public function query(string $tableName, $key)
{
$expressionAttributeValues = [];
$expressionAttributeNames = [];
$keyConditionExpression = "";
$index = 1;
foreach ($key as $name => $value) {
$keyConditionExpression .= "#" . array_key_first($value) . " = :v
$index,";
$expressionAttributeNames["#" . array_key_first($value)] =
array_key_first($value);
$hold = array_pop($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v$index"] = [
array_key_first($hold) => array_pop($hold),
];
}
$keyConditionExpression = substr($keyConditionExpression, 0, -1);
$query = [
'ExpressionAttributeValues' =>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essionAttributeNames' => $expressionAttributeNames,
'KeyConditionExpression' => $keyConditionExpression,
'TableName' => $tableName,
];
return $this->dynamoDbClient->query($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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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키 조건 표현식을 사용하여 항목을 쿼리합니다.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query_movies(self, year):
"""
Querie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param year: The year to query.
:return: The list of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try:
response =
self.table.query(KeyConditionExpression=Key('year').eq(year))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s. Here's why: %s: %s",
year,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Items']

데이터 하위 집합을 반환하도록 항목을 쿼리하고 프로젝션합니다.
class UpdateQueryWrapper:
def __init__(self, table):
self.table = table
def query_and_project_movies(self, year, title_bounds):
"""
Query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specified year and that have
titles
that start within a range of letters. A projection expression is used
to return a subset of data for each movi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to query.
:param title_bounds: The range of starting letters to query.
:return: The list of movies.
"""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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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self.table.query(
ProjectionExpression="#yr, title, info.genres, info.actors[0]",
ExpressionAttributeNames={"#yr": "year"},
KeyConditionExpression=(
Key('year').eq(year) &
Key('title').between(title_bounds['first'],
title_bounds['second'])))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ValidationException":
logger.warning(
"There's a validation error. Here's the message: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else:
logger.error(
"Couldn't query for movies.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Items']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Querie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 @param year [Integer] The year to query.
# @return [Array] The list of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def query_movies(year)
response = @table.query(
key_condition_expression: "#yr = :year",
expression_attribute_names: {"#yr" => "year"},
expression_attribute_values: {":year" => year})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year}.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response.items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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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지정된 연도에 제작된 영화를 찾습니다.
pub async fn movies_in_year(
client: &Client,
table_name: &str,
year: u16,
) -> Result<Vec<Movie>, MovieError> {
let results = client
.query()
.table_name(table_name)
.key_condition_expression("#yr = :yyyy")
.expression_attribute_names("#yr", "year")
.expression_attribute_values(":yyyy", AttributeValue::N(year.to_string()))
.send()
.await?;

}

if let Some(items) = results.items {
let movies = items.iter().map(|v| v.into()).collect();
Ok(movies)
} else {
Ok(vec![])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st API 참조의 Query를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PartiQL
문 실행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서 PartiQL 문을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INSERT 문을 사용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 <summary>
/// Inserts a single movie into the movies table.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insert.</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at the movie was releas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r failure of
/// the INSERT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Insert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i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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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insertBatch = $"INSERT INTO {tableName} VALUE {{'title': ?,
'year':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inser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SELECT 문을 사용하여 항목을 가져옵니다.

/// <summary>
/// Uses a PartiQL SELECT statement to retrieve a single movie from the
/// movie database.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movie table.</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retrieve.</param>
/// <returns>A list of movie data. If no movie matches the supplied
/// title, the list is empty.</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Get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
string selectSingle = $"SELECT *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var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electSingle,
Parameters = parameters,
});
}

return response.Items;

SELECT 문을 사용하여 항목 목록을 가져옵니다.

/// <summary>
/// Retrieve multiple movies by year using a SELECT statement.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movie table.</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e movies were released.</param>
/// <returns></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GetMovies(string tableName, in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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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selectSingle = $"SELECT * FROM {tableName} WHERE year = ?";
var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electSingle,
Parameters = parameters,
});
}

return response.Items;

UPDATE 문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summary>
/// Updates a single movie in the table, adding information for the
/// producer.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 <param name="producer">The name of the producer.</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movie title.</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e movie was releas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 UPDATE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Update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producer, string movieTitle, int year)
{
string insertSingle = $"UPDATE {tableName} SET Producer=?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insertSingle,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producer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DELETE 문을 사용하여 하나의 영화를 삭제합니다.

///
///
///
///
///
///

<summary>
Deletes a single movie from the table.
</summary>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param>
<param name="year">The year that the movie was released.</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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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 DELETE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int year)
{
var deleteSingle = $"DELETE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deleteSingle,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INSERT 문을 사용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 AddMovie runs a PartiQL INSERT statement to add a movie to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AddMovie(movie Movie) error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movie.Info})
if err != nil {
panic(err)
}
_,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INSERT INTO \"%v\" VALUE {'title': ?, 'year': ?, 'info': ?}",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insert an item with PartiQL.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SELECT 문을 사용하여 항목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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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Movie runs a PartiQL SELECT statement to get a movie from the DynamoDB table
by
// title and year.
func (runner PartiQLRunner) GetMovie(title string, year int) (Movie, error) {
var movie Movie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title, year})
if err != nil {
panic(err)
}
response,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SELECT * FROM \"%v\"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info about %v. Here's why: %v\n", title,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Items[0],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
return movie, err
}

SELECT 문을 사용하여 항목 목록을 가져오고 결과를 투영합니다.

// GetAllMovies runs a PartiQL SELECT statement to get all movies from the DynamoDB
table.
// The results are projected to return only the title and rating of each movie.
func (runner PartiQLRunner) GetAllMovies() ([]map[string]interface{}, error) {
var output []map[string]interface{}
response,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SELECT title, info.rating FROM \"%v\"", runner.TableName)),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movies. Here's why: %v\n",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ListOfMaps(response.Items, &output)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
return output, err
}

UPDATE 문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UpdateMovie runs a PartiQL UPDATE statement to update the rating of a movie that
// already exists in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UpdateMovie(movie Movie, rating float64) error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rating, movie.Title,
movie.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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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rr != nil {
panic(err)
}
_,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UPDATE \"%v\" SET info.rating=?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pdate movie %v.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return err

}

DELETE 문을 사용하여 항목을 삭제합니다.

// DeleteMovie runs a PartiQL DELETE statement to remove a movie from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DeleteMovie(movie Movie) error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
_,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DELETE FROM \"%v\"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v from the table.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return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eu-west-1";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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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을 생성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Year1 = process.argv[3];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4];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Title1, movieYear1) => {
const params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add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Title1, movieYear1);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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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3];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Title1) => {
const params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Parameters: [{ S: movieTitle1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for (let i = 0; i < data.Items.length; i++) {
console.log(
"Success. The query return the following data. Item " + i,
data.Items[i].year,
data.Items[i].title,
data.Items[i].info
);
}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Title1);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producer1 = process.argv[5];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 => {
const params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producer1 },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upda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을 삭제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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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Year1 = process.argv[3];
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4];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 {
const params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dele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function insertItemByPartiQL(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public function getItemByPartiQL(string $tableName, array $key): Result
{
list($statement, $parameters) = $this>buildStatementAndParameters("SELECT", $tableName, $key['Item']);

}

return $this->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Statement' => $statement,
]);

public function updateItemByPartiQL(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public function deleteItemByPartiQL(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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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PartiQLWrapper:
"""
Encapsulates a DynamoDB resource to run PartiQL statements.
"""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to

def run_partiql(self, statement, params):
"""
Runs a PartiQL statement. A Boto3 resource is used even though
`execute_statement` is called on the underlying `client` object because the
resource transforms input and output from plain old Python objects (POPOs)
the DynamoDB format. If you create the client directly, you must do these
transforms yourself.

:param statement: The PartiQL statement.
:param params: The list of PartiQL parameters. These are applied to the
statement in the order they are listed.
:return: The items returned from the statement, if any.
"""
try:
output = self.dyn_resource.meta.client.execute_statement(
Statement=statement, Parameters=params)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ResourceNotFoundException':
logger.error(
"Couldn't execute PartiQL '%s' because the table does not
exist.",
statement)
else:
logger.error(
"Couldn't execute PartiQL '%s'. Here's why: %s: %s", statement,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else:
return output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
요.
API 버전 2012-08-10
88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PartiQL 문 배치 실행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PartiQL
문 배치 실행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서 PartiQL 문 배치를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INSERT 문 배치를 사용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 <summary>
///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param>
/// <param name="title1"></param>
/// <param name="title2"></param>
/// <param name="year1"></param>
/// <param name="year2"></param>
/// <returns></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GetBatch(
string tableName,
string title1,
string title2,
int year1,
int year2)
{
var getBatch = $"SELECT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statements = new List<BatchStatementRequest>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ge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1 },
new AttributeValue { N = year1.ToString() },
},
},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ge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2 },
new AttributeValue { N = year2.ToString()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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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response.Responses.Count > 0)
{
response.Responses.ForEach(r =>
{
Console.WriteLine($"{r.Item["title"]}\t{r.Item["year"]}");
});
return true;
}
else
{
Console.WriteLine($"Couldn't find either {title1} or {title2}.");
return false;
}
}

SELECT 문 배치를 사용하여 항목을 가져옵니다.
/// <summary>
/// Inserts movies imported from a JSON file into the movie table by
/// using an Amazon DynamoDB PartiQL INSERT statement.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into which the movie
/// information will be inserted.</param>
/// <param name="movieFileName">The name of the JSON file that contains
/// movie information.</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r failure of
/// the insert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InsertMovies(string tableName, string
movieFileName)
{
// Get the list of movies from the JSON file.
var movies = ImportMovies(movieFileName);
var success = false;
if (movies is not null)
{
// Insert the movies
// batch can contain
// at a time.
string insertBatch =
'year': ?}}";
var statements = new

in a batch using PartiQL. Because the
a maximum of 25 items, insert 25 movies
$"INSERT INTO {tableName} VALUE {{'title': ?,
List<BatchStatementRequest>();

try
{

for (var indexOffset = 0; indexOffset < 250; indexOffset += 25)
{
for (var i = indexOffset; i < indexOffset + 25; i++)
{
statements.Add(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inser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s[i].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movies[i].Year.To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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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
// Wait between batches for movies to be successfully

added.

System.Threading.Thread.Sleep(3000);

success =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Clear the list of statements for the next batch.
statements.Clear();

}
}

}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x)
{
Console.WriteLine(ex.Message);
}

return success;

/// <summary>
/// Loads the contents of a JSON file into a list of movies to be
/// added to the DynamoDB table.
/// </summary>
/// <param name="movieFileName">The full path to the JSON file.</param>
/// <returns>A generic list of movie objects.</returns>
public static List<Movie> ImportMovies(string movieFileName)
{
if (!File.Exists(movieFileName))
{
return null;
}
using var sr = new StreamReader(movieFileName);
string json = sr.ReadToEnd();
var allMovies = JsonConvert.DeserializeObject<List<Movie>>(json);

}

if (allMovies is not null)
{
// Return the first 250 entries.
return allMovies.GetRange(0, 250);
}
else
{
return null;
}

UPDATE 문 배치를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summary>
/// Updates information for multiple movies.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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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
///
///
///
///
///
///
///
///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containing the
movies to be updated.</param>
<param name="producer1">The producer name for the first movie
to update.</param>
<param name="title1">The title of the first movie.</param>
<param name="year1">The year that the first movie was released.</param>
<param name="producer2">The producer name for the second
movie to update.</param>
<param name="title2">The title of the second movie.</param>
<param name="year2">The year that the second movie was released.</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update.</

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UpdateBatch(
string tableName,
string producer1,
string title1,
int year1,
string producer2,
string title2,
int year2)
{

string updateBatch = $"UPDATE {tableName} SET Producer=?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statements = new List<BatchStatementRequest>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update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producer1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1 },
new AttributeValue { N = year1.ToString() },
},
},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update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producer2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2 },
new AttributeValue { N = year2.ToString()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DELETE 문 배치를 사용하여 항목을 삭제합니다.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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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returns>

Deletes multiple movies using a PartiQL BatchExecuteAsync
statement.
</summary>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containing the
moves that will be deleted.</param>
<param name="title1">The title of the first movie.</param>
<param name="year1">The year the first movie was released.</param>
<param name="title2">The title of the second movie.</param>
<param name="year2">The year the second movie was released.</param>
<returns>A Boolean value indicating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Batch(
string tableName,
string title1,
int year1,
string title2,
int year2)
{
string updateBatch = $"DELETE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statements = new List<BatchStatementRequest>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update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1 },
new AttributeValue { N = year1.ToString() },
},
},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update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2 },
new AttributeValue { N = year2.ToString()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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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 문 배치를 사용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 AddMovieBatch runs a batch of PartiQL INSERT statements to add multiple movies
to the
//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AddMovieBatch(movies []Movie) error {
statementRequests := make([]types.BatchStatementRequest, len(movies))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movie.Info})
if err != nil {
panic(err)
}
statementRequests[index] = types.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 aws.String(fmt.Sprintf(
"INSERT INTO \"%v\" VALUE {'title': ?, 'year': ?, 'info': ?}",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
_, err := runner.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s: statementRequest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insert a batch of items with PartiQL.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SELECT 문 배치를 사용하여 항목을 가져옵니다.

// GetMovieBatch runs a batch of PartiQL SELECT statements to get multiple movies
from
// the DynamoDB table by title and year.
func (runner PartiQLRunner) GetMovieBatch(movies []Movie) ([]Movie, error) {
statementRequests := make([]types.BatchStatementRequest, len(movies))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
statementRequests[index] = types.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SELECT * FROM \"%v\"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
output, err := runner.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s: statementRequests,
})
var outMovies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a batch of items with PartiQL. Here's why: %v\n", err)
} e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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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_, response := range output.Responses {
var movie Movie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Item,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else {
outMovies = append(outMovies, movie)
}
}
}
return outMovies, err

}

UPDATE 문 배치를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UpdateMovieBatch runs a batch of PartiQL UPDATE statements to update the rating
of
// multiple movies that already exist in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UpdateMovieBatch(movies []Movie, ratings []float64)
error {
statementRequests := make([]types.BatchStatementRequest, len(movies))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ratings[index],
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
statementRequests[index] = types.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UPDATE \"%v\" SET info.rating=?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
_, err := runner.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s: statementRequest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pdate the batch of movies.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DELETE 문 배치를 사용하여 항목을 삭제합니다.

// DeleteMovieBatch runs a batch of PartiQL DELETE statements to remove multiple
movies
// from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DeleteMovieBatch(movies []Movie) error {
statementRequests := make([]types.BatchStatementRequest, len(movies))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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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Requests[index] = types.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DELETE FROM \"%v\"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
_, err := runner.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s: statementRequest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the batch of movies.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eu-west-1";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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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 배치를 생성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add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 배치를 가져옵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movieYear1 = process.arg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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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movieTitle1 = process.argv[4];
const movieYear2 = process.argv[5];
const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for (let i = 0; i < data.Responses.length; i++) {
console.log(data.Responses[i].Item.year);
console.log(data.Responses[i].Item.title);
}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 배치를 업데이트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6];
movieTitle2 = process.argv[7];
producer1 = process.argv[5];
producer2 = process.argv[8];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roducer1,
producer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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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producer1 },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producer2 },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upda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roducer1,
producer2
);

PartiQL을 사용하여 항목 배치를 삭제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 {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Parameters: [{ N: movieYear1 }, { S: movieTitle1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Parameters: [{ N: movieYear2 }, { S: movieTitle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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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deleted.", data);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
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function getItemByPartiQLBatch(string $tableName, array $keys): Result
{
$statements = [];
foreach ($keys as $key) {
list($statement, $parameters) = $this>buildStatementAndParameters("SELECT", $tableName, $key['Item']);
$statements[] = [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

return $this->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 $statements,
]);

public function insertItemByPartiQLBatch(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 [
[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
}
public function updateItemByPartiQLBatch(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 [
[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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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function deleteItemByPartiQLBatch(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 [
[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PartiQLBatchWrapper:
"""
Encapsulates a DynamoDB resource to run PartiQL statements.
"""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to

def run_partiql(self, statements, param_list):
"""
Runs a PartiQL statement. A Boto3 resource is used even though
`execute_statement` is called on the underlying `client` object because the
resource transforms input and output from plain old Python objects (POPOs)

the

"

the DynamoDB format. If you create the client directly, you must do these
transforms yourself.
:param statements: The batch of PartiQL statements.
:param param_list: The batch of PartiQL parameters that are associated with
each statement. This list must be in the same order as
statements.
:return: The responses returned from running the statements, if any.
"""
try:
output = self.dyn_resource.meta.client.batch_execute_statement(
Statements=[{
'Statement': statement, 'Parameters': params
} for statement, params in zip(statements, param_list)])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ResourceNotFoundException':
logger.error(
"Couldn't execute batch of PartiQL statements because the table
"does no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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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logger.error(
"Couldn't execute batch of PartiQL statements.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else:
return output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ython(Boto3)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
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스캔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을 스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static async Task<int> ScanTable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int startYear,
int endYear)
{
var 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
{ "#yr", "year" },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y_a", new AttributeValue { N = startYear.ToString() } },
{ ":y_z", new AttributeValue { N = endYear.ToString() } },
},
FilterExpression = "#yr between :y_a and :y_z",
ProjectionExpression = "#yr, title, info.actors[0], info.directors,
info.running_time_secs",
};
// Keep track of how many movies were found.
int foundCount = 0;
var response = new ScanResponse();
do
{
response = await client.ScanAsync(request);
foundCount += response.Item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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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Items.ForEach(i => DisplayItem(i));
}
while (response.LastEvaluatedKey.Count > 1);
return foundCount;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Aws::DynamoDB::Model::ScanRequest req;
req.SetTableName(table);
if (!projection.empty())
req.SetProjectionExpression(projection);
// Perform scan on table
const Aws::DynamoDB::Model::ScanOutcome& result = dynamoClient.Scan(req);
if (result.IsSuccess())
{
// Reference the retrieved items
const Aws::Vector<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s = result.GetResult().GetItems();
if(items.size() > 0)
{
std::cout << "Number of items retrieved from scan: " <<
items.size() << std::endl;
//Iterate each item and print
for(const auto &item: items)
{
std::cout <<
"******************************************************" << std::endl;
// Output each retrieved field and its value
for (const auto& i : item)
std::cout << i.first << ": " << i.second.GetS() << std::endl;
}
}
else
{
}

std::cout << "No item found in table: " << table << std::endl;

}
else
{

std::cout << "Failed to Scan items: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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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Scan gets all movies in the DynamoDB table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 and projects them to return a reduced set of fields.
// The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filter and projection
// expressions.
func (basics TableBasics) Scan(startYear int, endYear int) ([]Movie, error) {
var movies []Movie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ScanOutput
filtEx := expression.Name("year").Between(expression.Value(startYear),
expression.Value(endYear))
projEx := expression.NamesList(
expression.Name("year"), expression.Name("title"),
expression.Name("info.rating"))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Filter(filtEx).WithProjection(projEx).Build()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build expressions for scan.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Scan(context.TODO(), &dynamodb.Scan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FilterExpression:
expr.Filter(),
ProjectionExpression:
expr.Projection(),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scan for movies released between %v and %v. Here's why: %v
\n",
startYear, endYear,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ListOfMaps(response.Items, &movies)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query response. Here's why: %v\n", err)
}
}
}
return movies,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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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스캔합니다.
public static void scan(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try{
DynamoDbTable<Customer> cust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Iterator<Customer> results = custTable.scan().items().iterator();
while (results.hasNext()) {
Customer rec = results.next();
System.out.println("The record id is "+rec.getId());
System.out.println("The name is " +rec.getCustName());
}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Don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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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스캔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import { Scan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ProjectionExpression: "#r, #y, title",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y": "year" },
FilterExpression: "title = :t and #y = :y and info.#r = :r",
ExpressionAttributeValues: {
":r": "MOVIE_RANK",
":y": "MOVIE_YEAR",
":t": "MOVIE_NAME",
},
};
export const scanTable = async ()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Scan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data.Items);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scanTabl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AWS Region.
AWS.config.update({ region: "REGION" });
// Create DynamoDB servic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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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ddb = new AWS.DynamoDB({ apiVersion: "2012-08-10" });
const params = {
// Specify which items in the results are returned.
FilterExpression: "Subtitle = :topic AND Season = :s AND Episode = :e",
// Define the expression attribute value, which are substitutes for the values
you want to compare.
ExpressionAttributeValues: {
":topic": {S: "SubTitle2"},
":s": {N: 1},
":e": {N: 2},
},
// Set the projection expression, which are the attributes that you want.
ProjectionExpression: "Season, Episode, Title, Subtitle",
TableName: "EPISODES_TABLE",
};
ddb.scan(params, function (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data.Items.forEach(function (element, index, array) {
console.log(
"printing",
element.Title.S + " (" + element.Subtitle.S + ")"
);
});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scanItems(tableNameVal: String) {
val request = Scan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scan(request)
response.items?.forEach { item ->
item.keys.forEach { key ->
println("The key name is $key\n")
println("The value is ${item[ke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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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yearsKey = [
'Key' => [
'year' => [
'N' => [
'minRange' => 1990,
'maxRange' => 1999,
],
],
],
];
$filter = "year between 1990 and 1999";
echo "\nHere's a list of all the movies released in the 90s:\n";
$result = $service->scan($tableName, $yearsKey, $filter);
foreach ($result['Items'] as $movie) {
$movie = $marshal->unmarshalItem($movie);
echo $movie['title'] . "\n";
}
public function scan(string $tableName, array $key, string $filters)
{
$query = [
'ExpressionAttributeNames' => ['#year' => 'year'],
'ExpressionAttributeValues' => [
":min" => ['N' => '1990'],
":max" => ['N' => '1999'],
],
'FilterExpression' => "#year between :min and :max",
'TableName' => $tableName,
];
return $this->dynamoDbClient->scan($query);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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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scan_movies(self, year_range):
"""
Scan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Uses a projection expression to return a subset of data for each movie.
:param year_range: The range of years to retrieve.
:return: The list of movies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s.
"""
movies = []
scan_kwargs = {
'FilterExpression': Key('year').between(year_range['first'],
year_range['second']),
'ProjectionExpression': "#yr, title, info.rating",
'ExpressionAttributeNames': {"#yr": "year"}}
try:
done = False
start_key = None
while not done:
if start_key:
scan_kwargs['ExclusiveStartKey'] = start_key
response = self.table.scan(**scan_kwargs)
movies.extend(response.get('Items', []))
start_key = response.get('LastEvaluatedKey', None)
done = start_key is Non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scan for movies.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return movies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Boto3)용 AWS SDK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Scan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 Uses a projection expression to return a subset of data for each movie.
#
# @param year_range [Hash] The range of years to retrieve.
# @return [Array] The list of movies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s.
def scan_movies(year_range)
movies = []
scan_hash = {
filter_expression: "#yr between :start_yr and :end_yr",
projection_expression: "#yr, title, info.rating",
expression_attribute_names: {"#yr" =>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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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_attribute_values: {
":start_yr" => year_range[:start], ":end_yr" => year_range[:end]}

}
done = false
start_key = nil
until done
scan_hash[:exclusive_start_key] = start_key unless start_key.nil?
response = @table.scan(scan_hash)
movies.concat(response.items) unless response.items.nil?
start_key = response.last_evaluated_key
done = start_key.nil?
end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scan for movies.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movies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 async fn list_items(client: &Client, table: &str) -> Result<(), Error> {
let items: Result<Vec<_>, _> = client
.scan()
.table_name(table)
.into_paginator()
.items()
.send()
.collect()
.await;
println!("Items in table:");
for item in items? {
println!("
{:?}", item);
}
}

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st API 참조의 Scan을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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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항목 업데
이트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am>

///
///
///
///

<summary>
Updates an existing item in the movies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newMovie">A Movie object containing information for
/// the movie to update.</param>
/// <param name="newInfo">A MovieInfo object that contains the
/// information that will be changed.</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hat contains the
movie.</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UpdateItem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Movie newMovie,
MovieInfo newInfo,
string tableName)
{
var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newMovi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newMovie.Year.ToString() },
};
var updat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Update>
{
["info.plot"] = new AttributeValueUpdate
{
Action = AttributeAction.PUT,
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newInfo.Plot },
},

};

["info.rating"] = new AttributeValueUpdate
{
Action = AttributeAction.PUT,
Value = new AttributeValue { N = newInfo.Rank.ToString() },
},

var 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
{
AttributeUpdates = updates,
Key = key,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UpdateItemAsync(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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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
// *** Define UpdateItem request arguments
// Define TableName argument.
Aws::DynamoDB::Model::UpdateItemRequest request;
request.SetTableName(tableName);
// Define KeyName argument.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Value;
attribValue.SetS(keyValue);
request.AddKey("id", attribValue);
// Construct the SET update expression argument.
Aws::String update_expression("SET #a = :valueA");
request.SetUpdateExpression(update_expression);
// Parse the attribute name and value. Syntax: "name=value".
auto parsed = Aws::Utils::StringUtils::Split(attributeNameAndValue, '=');

USAGE;

if (parsed.size() != 2)
{
std::cout << "Invalid argument syntax: " << attributeNameAndValue <<
}

return 1;

// Construct attribute name argument
// Note: Setting the ExpressionAttributeNames argument is required only
// when the name is a reserved word, such as "default". Otherwise, the
// name can be included in the update_expression, as in
// "SET MyAttributeName = :valueA"
Aws::Map<Aws::String, Aws::String>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essionAttributeNames["#a"] = parsed[0];
request.SetExpressionAttributeNames(expressionAttributeNames);
// Construct attribute value argument.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UpdatedValue;
attributeUpdatedValue.SetS(parsed[1]);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essionAttributeValues[":valueA"] = attributeUpdatedValue;
request.SetExpressionAttributeValues(expressionAttributeValues);
// Update the item.
const Aws::DynamoDB::Model::Update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UpdateItem(request);
if (!result.Is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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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d::cout << result.GetError().GetMessage() << std::endl;
return 1;

}
std::cout << "Item was updated" << std::endl;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UpdateMovie updates the rating and plot of a movie that already exists in the
// DynamoDB table. This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update
// expression.
func (basics TableBasics) UpdateMovie(movie Movie)
(map[string]map[string]interface{}, error) {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UpdateItemOutput
var attributeMap map[string]map[string]interface{}
update := expression.Set(expression.Name("info.rating"),
expression.Value(movie.Info["rating"]))
update.Set(expression.Name("info.plot"), expression.Value(movie.Info["plot"]))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Update(update).Build()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build expression for update.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UpdateItem(context.TODO(),
&dynamodb.Update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Key:
movie.GetKey(),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UpdateExpression:
expr.Update(),
ReturnValues:
types.ReturnValueUpdatedNew,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pdate movie %v.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Attributes, &attributeMap)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l update response. Here's why: %v\n", err)
}
}
}
return attributeMap, 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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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있는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public static String modifyItem(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String
keyVal, String email) {
try {
DynamoDbTable<Customer> mapped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Key key = Key.builder()
.partitionValue(keyVal)
.build();
// Get the item by using the key and update the email value.
Customer customerRec = mappedTable.getItem(r->r.key(key));
customerRec.setEmail(email);
mappedTable.updateItem(customerRec);
return customerRec.getEmail();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return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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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import { Update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export const updateItem = async () => {
// Set the parameters.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Key: {
title: "MOVIE_NAME",
year: "MOVIE_YEAR",
},
ProjectionExpression: "#r",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
UpdateExpression: "set info.plot = :p, info.#r = :r",
ExpressionAttributeValues: {
":p": "MOVIE_PLOT",
":r": "MOVIE_RANK",
},
};
try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Update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item added or updated", data);
return data;
} catch (err) {
console.log("Error", err);
}
};
updateItem();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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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producer1 = process.argv[5];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 => {
const params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producer1 },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try {
await ddbDocClient.send(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Item upda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

PartiQL을 사용하여 배치로 테이블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Import required AWS SDK clients and commands for Node.js.
import {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rocess.argv[6];
movieTitle2 = process.argv[7];
producer1 = process.argv[5];
producer2 = process.argv[8];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roducer1,
producer2
) =>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Parameters: [{ S: producer1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Parameters: [{ S: producer2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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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upda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error(err);
}
};
run(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roducer1,
producer2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updateTableItem(
tableNameVal: String,
keyName: String,
keyVal: String,
name: String,
updateVal: String
) {
val itemKey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itemKey[keyName] = AttributeValue.S(keyVal)
val updated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Update>()
updatedValues[name] = AttributeValueUpdate {
value = AttributeValue.S(updateVal)
action = AttributeAction.Put
}
val request = Upda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key = itemKey
attributeUpdates = updatedValues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updateItem(request)
println("Item in $tableNameVal was upd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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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echo "What rating would you like to give {$movie['Item']['title']['S']}?

\n";

$rating = 0;
while (!is_numeric($rating) || intval($rating) != $rating || $rating < 1 ||
$rating > 10) {
$rating = testable_readline("Rating (1-10): ");
}
$service->updateItemAttributeByKey($tableName, $key, 'rating', 'N',
$rating);
public function updateItemAttributeByKey(
string $tableName,
array $key,
string $attributeName,
string $attributeType,
string $newValue
) {
$this->dynamoDbClient->updateItem([
'Key' => $key['Item'],
'TableName' => $tableName,
'UpdateExpression' => "set #NV=:NV",
'ExpressionAttributeNames' => [
'#NV' => $attributeName,
],
'ExpressionAttributeValues' => [
':NV' => [
$attributeType => $newValue
]
],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업데이트 표현식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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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update_movie(self, title, year, rating, plot):
"""
Updates rating and plot data for a movie in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rating: The updated rating to the give the movie.
:param plot: The updated plot summary to give the movie.
:return: The fields that were updated, with their new values.
"""
try:
response = self.table.upda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UpdateExpression="set info.rating=:r, info.plot=:p",
ExpressionAttributeValues={
':r': Decimal(str(rating)), ':p': plot},
ReturnValues="UPDATED_NEW")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update movie %s in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Attributes']

산술 연산을 포함하는 업데이트 표현식을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class UpdateQueryWrapper:
def __init__(self, table):
self.table = table
def update_rating(self, title, year, rating_change):
"""
Updates the quality rating of a movie in the table by using an arithmetic
operation in the update expression. By specifying an arithmetic operation,
you can adjust a value in a single request, rather than first getting its
value and then setting its new value.

movi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rating_change: The amount to add to the current rating for the
:return: The updated rating.
"""
try:
response = self.table.upda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UpdateExpression="set info.rating = info.rating + :val",
ExpressionAttributeValues={':val': Decimal(str(rating_change))},
ReturnValues="UPDATED_NEW")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update movie %s in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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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response['Attributes']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class UpdateQueryWrapper:
def __init__(self, table):
self.table = table
def remove_actors(self, title, year, actor_threshold):
"""
Removes an actor from a movie, but only when the number of actors is
greater
than a specified threshold. If the movie does not list more than the
threshold,
no actors are removed.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actor_threshold: The threshold of actors to check.
:return: The movie data after the update.
"""
try:
response = self.table.upda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UpdateExpression="remove info.actors[0]",
ConditionExpression="size(info.actors) > :num",
ExpressionAttributeValues={':num': actor_threshold},
ReturnValues="ALL_NEW")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logger.warning(
"Didn't update %s because it has fewer than %s actors.",
title, actor_threshold + 1)
else:
logger.error(
"Couldn't update movie %s. Here's why: %s: %s", titl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Attributes']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Boto3)용 AWS SDK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Updates rating and plot data for a movie in the tabl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 @param year [Int]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 @param rating [Float] The updated rating to give the movie.
# @param plot [String] The updated plot summary to give the movie.
# @return [Hash] The fields that were updated, with their new values.
def update_movie(title:, year:, rating:,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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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table.update_item(
key: {"year" => year, "title" => title},
update_expression: "set info.rating=:r, info.plot=:p",
expression_attribute_values: { ":r" => rating, ":p" => plot },
return_values: "UPDATED_NEW")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update movie #{title} in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response.attributes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UpdateItem을 참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항목 배치 쓰기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DynamoDB 항목 배치를 쓰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영화 테이블에 항목 배치를 씁니다.
/// <summary>
/// Loads the contents of a JSON file into a list of movies to be
/// added to the DynamoDB table.
/// </summary>
/// <param name="movieFileName">The full path to the JSON file.</param>
/// <returns>A generic list of movie objects.</returns>
public static List<Movie> ImportMovies(string movieFileName)
{
if (!File.Exists(movieFileName))
{
return null;
}
using var sr = new StreamReader(movieFileName);
string json = sr.ReadToEnd();
var allMovies = JsonConvert.DeserializeObject<List<Movie>>(json);

}
///
///
///
///
///
///
///
///

// Now return the first 250 entries.
return allMovies.GetRange(0, 250);
<summary>
Writes 250 items to the movie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The initialized DynamoDB client object.</param>
<param name="movieFileName">A string containing the full path to
the JSON file containing movie data.</param>
<returns>A long integer value representing the number of movies
imported from the JSON file.</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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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async Task<long> BatchWriteItems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movieFileName)
{
var movies = ImportMovies(movieFileName);
if (movies is null)
{
Console.WriteLine("Couldn't find the JSON file with movie data.");
return 0;
}
var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var bookBatch = context.CreateBatchWrite<Movie>();
bookBatch.AddPutItems(movies);
Console.WriteLine("Adding imported movies to the table.");
await bookBatch.ExecuteAsync();
}

return movies.Count;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AddMovieBatch adds a slice of movies to the DynamoDB table. The function sends
// batches of 25 movies to DynamoDB until all movies are added or it reaches the
// specified maximum.
func (basics TableBasics) AddMovieBatch(movies []Movie, maxMovies int) (int, error)
{
var err error
var item map[string]types.AttributeValue
written := 0
batchSize := 25 // DynamoDB allows a maximum batch size of 25 items.
start := 0
end := start + batchSize
for start < maxMovies && start < len(movies) {
var writeReqs []types.WriteRequest
if end > len(movies) {
end = len(movies)
}
for _, movie := range movies[start: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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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err = attributevalue.MarshalMap(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marshal movie %v for batch writing.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else {
writeReqs = append(
writeReqs,
types.WriteRequest{PutRequest: &types.PutRequest{Item: item}},
)
}
}
_, err = basics.DynamoDbClient.BatchWriteItem(context.TODO(),
&dynamodb.BatchWriteItemInput{
RequestItems: map[string][]types.WriteRequest{basics.TableName: writeReqs}})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add a batch of movies to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else {
written += len(writeReqs)
}
start = end
end += batchSize
}
return written, err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고급형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많은 항목을 삽입합니다.
public static void putBatchRecords(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try {
DynamoDbTable<Customer> customerMappedTable =
enhancedClient.table("Customer", TableSchema.fromBean(Customer.class));
DynamoDbTable<Music> musicMappedTable = enhancedClient.table("Music",
TableSchema.fromBean(Music.class));
LocalDate localDate = LocalDate.parse("2020-04-07");
LocalDateTime localDateTime = localDate.atStartOfDay();
Instant instant = localDateTime.toInstant(ZoneOffset.UTC);
Customer record2 = new Customer();
record2.setCustName("Fred Pink");
record2.setId("id110");
record2.setEmail("fredp@noserver.com");
record2.setRegistrationDate(instant) ;
Customer record3 = new Customer();
record3.setCustName("Susan Pink");
record3.setId("id120");
record3.setEmail("spink@noserver.com");
record3.setRegistrationDate(inst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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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record4 = new Customer();
record4.setCustName("Jerry orange");
record4.setId("id101");
record4.setEmail("jorange@noserver.com");
record4.setRegistrationDate(instant) ;
BatchWriteItemEnhancedRequest batchWriteItemEnhancedRequest =
BatchWriteItemEnhancedRequest.builder()
.writeBatches(
WriteBatch.builder(Customer.class)
// add
items to the Customer table
.mappedTableResource(customerMappedTable)
.addPutItem(builder -> builder.item(record2))
.addPutItem(builder -> builder.item(record3))
.addPutItem(builder -> builder.item(record4))
.build(),
WriteBatch.builder(Music.class)
// delete
an item from the Music table
.mappedTableResource(musicMappedTable)
.addDeleteItem(builder -> builder.key(
Key.builder().partitionValue("Famous
Band").build()))
.build())
.build();
// Add two items to the Customer table and delete one item from the

Music table

enhancedClient.batchWriteItem(batchWriteItemEnhancedRequest);
System.out.println("done");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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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합니다.
import
import
import
import

fs from "fs";
* as R from "ramda";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 BatchWrite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export const writeData = async () => {
// Before you run this example, download 'movies.json' from https://
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GettingStarted.Js.02.html,
// and put it in the same folder as the example.
// Get the movie data parse to convert into a JSON object.
const allMovies = JSON.parse(fs.readFileSync("moviedata.json", "utf8"));
// Split the table into segments of 25.
const dataSegments = R.splitEvery(25, allMovies);
const TABLE_NAME = "TABLE_NAME"
try {
// Loop batch write operation 10 times to upload 250 items.
for (let i = 0; i < 10; i++) {
const segment = dataSegments[i];
for (let j = 0; j < 25; j++) {
const params = {
RequestItems: {
[TABLE_NAME]: [
{
// Destination Amazon DynamoDB table name.
PutRequest: {
Item: {
year: segment[j].year,
title: segment[j].title,
info: segment[j].info,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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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DocClient.send(new BatchWrite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table updated.");

}
} catch (error) {
console.log("Error", error);
}
};
writeData();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JavaScript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Load the AWS SDK for Node.js
var AWS = require('aws-sdk');
// Set the region
AWS.config.update({region: 'REGION'});
// Create DynamoDB service object
var ddb = new AWS.DynamoDB({apiVersion: '2012-08-10'});
var params = {
RequestItems: {
"TABLE_NAME": [
{
PutRequest: {
Item: {
"KEY": { "N": "KEY_VALUE" },
"ATTRIBUTE_1": { "S": "ATTRIBUTE_1_VALUE"
"ATTRIBUTE_2": { "N": "ATTRIBUTE_2_VALUE"
}
}
},
{
PutRequest: {
Item: {
"KEY": { "N": "KEY_VALUE" },
"ATTRIBUTE_1": { "S": "ATTRIBUTE_1_VALUE"
"ATTRIBUTE_2": { "N": "ATTRIBUTE_2_VALUE"
}
}
}
]
}
};

},
}

},
}

ddb.batchWriteItem(params, function(err, data) {
if (err) {
console.log("Error", err);
} else {
console.log("Success", data);
}
});

• 자세한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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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function writeBatch(string $TableName, array $Batch, int $depth = 2)
{
if (--$depth <= 0) {
throw new Exception("Max depth exceeded. Please try with fewer batch
items or increase depth.");
}
$marshal = new Marshaler();
$total = 0;
foreach (array_chunk($Batch, 25) as $Items) {
foreach ($Items as $Item) {
$BatchWrite['RequestItems'][$TableName][] = ['PutRequest' =>
['Item' => $marshal->marshalItem($Item)]];
}
try {
echo "Batching another " . count($Items) . " for a total of " .
($total += count($Items)) . " items!\n";
$response = $this->dynamoDbClient->batchWriteItem($BatchWrite);
$BatchWrite = [];
} catch (Exception $e) {
echo "uh oh...";
echo $e->getMessage();
die();
}
if ($total >= 250) {
echo "250 movies is probably enough. Right? We can stop there.\n";
break;
}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write_batch(self, movies):
"""
Fills an Amazon DynamoDB table with the specified data, using the Bot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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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batch_writer() function to put the items in the table.
Inside the context manager, Table.batch_writer builds a list of
requests. On exiting the context manager, Table.batch_writer starts sending
batches of write requests to Amazon DynamoDB and automatically
handles chunking, buffering, and retrying.
least

:param movies: The data to put in the table. Each item must contain at

"""
try:

the keys required by the schema that was specified when the
table was created.

with self.table.batch_writer() as writer:
for movie in movies:
writer.put_item(Item=movi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load data into table %s. Here's why: %s: %s",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ython(Boto3) API 참조의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Fills an Amazon DynamoDB table with the specified data. Items are sent in
# batches of 25 until all items are written.
#
# @param movies [Enumerable] The data to put in the table. Each item must contain
at least
#
the keys required by the schema that was specified
when the
#
table was created.
def write_batch(movies)
index = 0
slice_size = 25
while index < movies.length
movie_items = []
movies[index, slice_size].each do |movie|
movie_items.append({put_request: { item: movie }})
end
@dynamo_resource.batch_write_item({request_items: { @table.name =>
movie_items }})
index += slice_size
end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
"Couldn't load data into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BatchWriteItem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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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 관련 시나리오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SDK로 DynamoDB에서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러한 시나리오에서는 DynamoDB 내에서 여러 함수를 호출하여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각 시나리오에는 GitHub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
한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 AWS SDK를 사용하여 DAX로 DynamoDB 읽기 가속화 (p. 930)
•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항목 및 쿼리 사용 시작 (p. 935)
• PartiQL 문 배치 및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p. 1001)
• PartiQL 및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p. 1032)

AWS SDK를 사용하여 DAX로 DynamoDB 읽기 가속화
다음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DAX 클라이언트와 SDK 클라이언트를 모두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테이블에 씁니다.
• DAX 클라이언트와 SDK 클라이언트를 모두 사용하여 테이블을 가져오고 쿼리하고 스캔하여 성능을 비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Accelerator 클라이언트로 개발을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DAX 또는 Boto3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import boto3
def create_dax_table(dyn_resource=None):
"""
Creates a DynamoDB table.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return: The newly created table.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_name = 'TryDaxTable'
params = {
'TableName': table_name,
'KeySchema': [
{'AttributeName': 'partition_key', 'KeyType': 'HASH'},
{'AttributeName': 'sort_key', 'KeyType': 'RANGE'}
],
'AttributeDefini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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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Name': 'partition_key', 'AttributeType': 'N'},
{'AttributeName': 'sort_key', 'AttributeType': 'N'}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10,
'WriteCapacityUnits': 10
}

}
table = dyn_resource.create_table(**params)
print(f"Creating {table_name}...")
table.wait_until_exists()
return table
if __name__ == '__main__':
dax_table = create_dax_table()
print(f"Created table.")

테이블에 테스트 데이터를 씁니다.
import boto3
def write_data_to_dax_table(key_count, item_size, dyn_resource=None):
"""
Writes test data to the demonstration table.
:param key_count: The number of partition and sort keys to use to populate the
table. The total number of items is key_count * key_count.
:param item_size: The size of non-key data for each test item.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some_data = 'X' * item_size
for partition_key in range(1, key_count + 1):
for sort_key in range(1, key_count + 1):
table.put_item(Item={
'partition_key': partition_key,
'sort_key': sort_key,
'some_data': some_data
})
print(f"Put item ({partition_key}, {sort_key}) succeeded.")
if __name__ == '__main__':
write_key_count = 10
write_item_size = 1000
print(f"Writing {write_key_count*write_key_count} items to the table. "
f"Each item is {write_item_size} characters.")
write_data_to_dax_table(write_key_count, write_item_size)

DAX 클라이언트와 Boto3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지정된 반복 횟수 만큼 항목을 가져오고 클라이
언트마다 소요된 시간을 보고합니다.
import argparse
import sys
impor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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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amazondax
import boto3
def get_item_test(key_count, iterations, dyn_resource=None):
"""
Gets items from the table a specified number of times. The time before the
first iteration and the time after the last iteration are both captured
and reported.
:param key_count: The number of items to get from the table in each iteration.
:param iterations: The number of iterations to run.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return: The start and end times of the test.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start = time.perf_counter()
for _ in range(iterations):
for partition_key in range(1, key_count + 1):
for sort_key in range(1, key_count + 1):
table.get_item(Key={
'partition_key': partition_key,
'sort_key': sort_key
})
print('.', end='')
sys.stdout.flush()
print()
end = time.perf_counter()
return start, end
if __name__ == '__main__':
# pylint: disable=not-context-manager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
parser.add_argument(
'endpoint_url', nargs='?',
help="When specified, the DAX cluster endpoint. Otherwise, DAX is not
used.")
args = parser.parse_args()
test_key_count = 10
test_iterations = 50
if args.endpoint_url:
print(f"Getting each item from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
f"using the DAX client.")
# Use a with statement so the DAX client closes the cluster after
completion.
with amazondax.AmazonDaxClient.resource(endpoint_url=args.endpoint_url) as
dax:
test_start, test_end = get_item_test(
test_key_count, test_iterations, dyn_resource=dax)
else:
print(f"Getting each item from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
f"using the Boto3 client.")
test_start, test_end = get_item_test(
test_key_count, test_iterations)
print(f"Total time: {test_end - test_start:.4f} sec. Average time: "
f"{(test_end - test_start)/ test_iterations}.")

DAX 클라이언트와 Boto3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지정된 반복 횟수 만큼 테이블을 쿼리하고 클라
이언트마다 소요된 시간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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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argparse
import time
import sys
import amazondax
import boto3
from boto3.dynamodb.conditions import Key
def query_test(partition_key, sort_keys, iterations, dyn_resource=None):
"""
Queries the table a specified number of times. The time before the
first iteration and the time after the last iteration are both captured
and reported.
:param partition_key: The partition key value to use in the query. The query
returns items that have partition keys equal to this
value.
:param sort_keys: The range of sort key values for the query. The query returns
items that have sort key values between these two values.
:param iterations: The number of iterations to run.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return: The start and end times of the test.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key_condition_expression = \
Key('partition_key').eq(partition_key) & \
Key('sort_key').between(*sort_keys)
start = time.perf_counter()
for _ in range(iterations):
table.query(KeyConditionExpression=key_condition_expression)
print('.', end='')
sys.stdout.flush()
print()
end = time.perf_counter()
return start, end
if __name__ == '__main__':
# pylint: disable=not-context-manager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
parser.add_argument(
'endpoint_url', nargs='?',
help="When specified, the DAX cluster endpoint. Otherwise, DAX is not
used.")
args = parser.parse_args()
test_partition_key = 5
test_sort_keys = (2, 9)
test_iterations = 100
if args.endpoint_url:
print(f"Querying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using the DAX client.")
# Use a with statement so the DAX client closes the cluster after
completion.
with amazondax.AmazonDaxClient.resource(endpoint_url=args.endpoint_url) as
dax:
test_start, test_end = query_test(
test_partition_key, test_sort_keys, test_iterations,
dyn_resource=dax)
else:
print(f"Querying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using the Boto3
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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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_start, test_end = query_test(
test_partition_key, test_sort_keys, test_iterations)
print(f"Total time: {test_end - test_start:.4f} sec. Average time: "
f"{(test_end - test_start)/test_iterations}.")

DAX 클라이언트와 Boto3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지정된 반복 횟수 만큼 테이블을 스캔하고 클라
이언트마다 소요된 시간을 보고합니다.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argparse
time
sys
amazondax
boto3

def scan_test(iterations, dyn_resource=None):
"""
Scans the table a specified number of times. The time before the
first iteration and the time after the last iteration are both captured
and reported.
:param iterations: The number of iterations to run.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return: The start and end times of the test.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start = time.perf_counter()
for _ in range(iterations):
table.scan()
print('.', end='')
sys.stdout.flush()
print()
end = time.perf_counter()
return start, end
if __name__ == '__main__':
# pylint: disable=not-context-manager
parser = argparse.ArgumentParser()
parser.add_argument(
'endpoint_url', nargs='?',
help="When specified, the DAX cluster endpoint. Otherwise, DAX is not
used.")
args = parser.parse_args()
test_iterations = 100
if args.endpoint_url:
print(f"Scanning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using the DAX client.")
# Use a with statement so the DAX client closes the cluster after
completion.
with amazondax.AmazonDaxClient.resource(endpoint_url=args.endpoint_url) as
dax:
test_start, test_end = scan_test(test_iterations, dyn_resource=dax)
else:
print(f"Scanning the table {test_iterations} times, using the Boto3
client.")
test_start, test_end = scan_test(test_iterations)
print(f"Total time: {test_end - test_start:.4f} sec. Average time: "
f"{(test_end - test_start)/test_i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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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삭제합니다.
import boto3
def delete_dax_table(dyn_resource=None):
"""
Deletes the demonstration table.
:param dyn_resource: Either a Boto3 or DAX resource.
"""
if dyn_resource is None:
dyn_resource = boto3.resource('dynamodb')
table = dyn_resource.Table('TryDaxTable')
table.delete()
print(f"Deleting {table.name}...")
table.wait_until_not_exists()
if __name__ == '__main__':
delete_dax_table()
print("Table deleted!")

• API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CreateTable
• Delet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항목 및 쿼
리 사용 시작
다음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영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 테이블에 하나의 영화를 추가하고 가져오고 업데이트합니다.
• 샘플 JSON 파일에서 테이블에 영화 데이터를 씁니다.
• 특정 연도에 개봉된 영화를 쿼리합니다.
• 특정 연도 범위 동안 개봉된 영화를 스캔합니다.
• 테이블에서 영화를 삭제합니다.
•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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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summary>
/// This example application performs the following basic Amazon DynamoDB
/// functions:
///
///
CreateTableAsync
///
PutItemAsync
///
UpdateItemAsync
///
BatchWriteItemAsync
///
GetItemAsync
///
DeleteItemAsync
///
Query
///
Scan
///
DeleteItemAsync
///
/// The code in this example uses the AWS SDK for .NET version 3.7 and .NET 5.
/// Before you run this example, download 'movies.json' from
///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
GettingStarted.Js.02.html,
/// and put it in the same folder as the example.
/// </summary>
namespace DynamoDB_Basics_Scenario
{
using System;
using System.Threading.Tasks;
using Amazon.DynamoDBv2;
public class DynamoDB_Basics
{
// Separator for the console display.
private static readonly string SepBar = new('-', 80);
public static async Task Main()
{
var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var tableName = "movie_table";
var movieFileName = "moviedata.json";
DisplayInstructions();
// Create a new table and wait for it to be active.
Console.WriteLine($"Creating the new table: {tableName}");
var success = await DynamoDbMethods.CreateMovieTableAsync(client,

tableName);

if (success)
{
Console.WriteLine($"\nTable: {tableName} successfully created.");
}
else
{
Console.WriteLine($"\nCould not create {tableName}.");
}
WaitFor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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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a single new movie to the table.
var newMovie = new Movie
{
Year = 2021,
Title = "Spider-Man: No Way Home",
};
success = await DynamoDbMethods.PutItemAsync(client, newMovie,

tableName);

if (success)
{
Console.WriteLine($"Added {newMovie.Title} to the table.");
}
else
{
Console.WriteLine("Could not add movie to table.");
}
WaitForEnter();
// Update the new movie by adding a plot and rank.
var newInfo = new MovieInfo
{
Plot = "With Spider-Man's identity now revealed, Peter asks" +
"Doctor Strange for help. When a spell goes wrong, dangerous" +
"foes from other worlds start to appear, forcing Peter to" +
"discover what it truly means to be Spider-Man.",
Rank = 9,
};

success = await DynamoDbMethods.UpdateItemAsync(client, newMovie,
newInfo, tableName);
if (success)
{
Console.WriteLine($"Successfully updated the movie:
{newMovie.Title}");
}
else
{
Console.WriteLine("Could not update the movie.");
}
WaitForEnter();
// Add a batch of movies to the DynamoDB table from a list of
// movies in a JSON file.
var itemCount = await DynamoDbMethods.BatchWriteItemsAsync(client,
movieFileName);
Console.WriteLine($"Added {itemCount} movies to the table.");
WaitForEnter();
// Get a movie by key. (partition + sort)
var lookupMovie = new Movie
{
Title = "Jurassic Park",
Year = 1993,
};
Console.WriteLine("Looking for the movie \"Spider-Man: No Way Home

\".");

var item = await DynamoDbMethods.GetItemAsync(client, lookupMovie,

tableName);

if (item.Count > 0)
{
DynamoDbMethods.DisplayItem(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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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

Console.WriteLine($"Couldn't find {lookupMovie.Title}");

WaitForEnter();
// Delete a movie.
var movieToDelete = new Movie
{
Title = "The Town",
Year = 2010,
};
success = await DynamoDbMethods.DeleteItemAsync(client, tableName,
movieToDelete);
if (success)
{
Console.WriteLine($"Successfully deleted {movieToDelete.Title}.");
}
else
{
Console.WriteLine($"Could not delete {movieToDelete.Title}.");
}
WaitForEnter();
// Use Query to find all the movies released in 2010.
int findYear = 2010;
Console.WriteLine($"Movies released in {findYear}");
var queryCount = await DynamoDbMethods.QueryMoviesAsync(client,
tableName, findYear);
Console.WriteLine($"Found {queryCount} movies released in {findYear}");
WaitForEnter();
// Use Scan to get a list of movies from 2001 to 2011.
int startYear = 2001;
int endYear = 2011;
var scanCount = await DynamoDbMethods.ScanTableAsync(client, tableName,
startYear, endYear);
Console.WriteLine($"Found {scanCount} movies released between
{startYear} and {endYear}");
WaitForEnter();
// Delete the table.
success = await DynamoDbMethods.DeleteTableAsync(client, tableName);
if (success)
{
Console.WriteLine($"Successfully deleted {tableName}");
}
else
{
Console.WriteLine($"Could not delete {tableName}");
}
Console.WriteLine("The DynamoDB Basics example application is done.");
}

WaitForEnter();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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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s the description of the application on the console.
/// </summary>
private static void DisplayInstructions()
{
Console.Clear();
Console.WriteLine();
Console.Write(new string(' ', 28));
Console.WriteLine("DynamoDB Basics Example");
Console.WriteLine(SepBar);
Console.WriteLine("This demo application shows the basics of using
DynamoDB with the AWS SDK for");
Console.WriteLine(".NET version 3.7 and .NET Core 5.");
Console.WriteLine(SepBar);
Console.WriteLine("The application does the following:");
Console.WriteLine("\t1. Creates a table with partition: year and
sort:title.");
Console.WriteLine("\t2. Adds a single movie to the table.");
Console.WriteLine("\t3. Adds movies to the table from
moviedata.json.");
Console.WriteLine("\t4. Updates the rating and plot of the movie that
was just added.");
Console.WriteLine("\t5. Gets a movie using its key (partition +
sort).");
Console.WriteLine("\t6. Deletes a movie.");
Console.WriteLine("\t7. Uses QueryAsync to return all movies released
in a given year.");
Console.WriteLine("\t8. Uses ScanAsync to return all movies released
within a range of years.");
Console.WriteLine("\t9. Finally, it deletes the table that was just
created.");
WaitForEnter();
}

}

}

/// <summary>
/// Simple method to wait for the Enter key to be pressed.
/// </summary>
private static void WaitForEnter()
{
Console.WriteLine("\nPress <Enter> to continue.");
Console.WriteLine(SepBar);
_ = Console.ReadLine();
}

영화 데이터를 포함할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param>

///
///
///
///
///

<summary>
Creates a new Amazon DynamoDB table and then waits for the new
table to become activ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indicating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CreateMovieTable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CreateTableAsync(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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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title",
AttributeType = "S",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year",
AttributeType = "N",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year",
KeyType = "HASH",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5,
WriteCapacityUnits = 5,
},

// Wait until the table is ACTIVE and then report success.
Console.Write("Waiting for table to become active...");
var request = 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
TableStatus status;
int sleepDuration = 2000;
do
{

System.Threading.Thread.Sleep(sleepDuration);

var describeTableResponse = await
client.DescribeTableAsync(request);
status = describeTableResponse.Table.TableStatus;
Console.Write(".");
}
while (status != "ACTIVE");
}

return status == TableStatus.ACTIVE;

테이블에 하나의 영화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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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

///
///
///
///

<summary>
Adds a new item to the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newMovie">A Movie object containing informtation for
/// the movie to add to the table.</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where the item will be
add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results of adding the
item.</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PutItem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Movie newMovie, string tableName)
{
var item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newMovi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newMovie.Year.ToString() },
};
var request = new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Item = item,
};

}

var response = await client.PutItemAsync(request);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테이블에서 하나의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param>

///
///
///
///

<summary>
Updates an existing item in the movies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newMovie">A Movie object containing information for
/// the movie to update.</param>
/// <param name="newInfo">A MovieInfo object that contains the
/// information that will be changed.</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hat contains the
movie.</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UpdateItem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Movie newMovie,
MovieInfo newInfo,
string tableName)
{
var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newMovi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newMovie.Year.ToString() },
};
var updat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Update>
{
["info.plot"] = new AttributeValueUpdate
{
Action = AttributeAction.PUT,
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newInfo.P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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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rating"] = new AttributeValueUpdate
{
Action = AttributeAction.PUT,
Value = new AttributeValue { N = newInfo.Rank.ToString() },
},

var request = new UpdateItemRequest
{
AttributeUpdates = updates,
Key = key,
TableName = tableName,
};
var response = await client.UpdateItemAsync(request);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영화 테이블에서 하나의 항목을 가져옵니다.

param>

param>

///
///
///
///

<summary>
Gets information about an existing movie from the table.
</summary>
<param name="client">An initialized Amazon DynamoDB client object.</

/// <param name="newMovie">A Movie object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 the movie to retrieve.</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containing the movie.</

/// <returns>A Dictionary object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the item
/// retrieved.</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GetItem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Movie newMovie, string tableName)
{
var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newMovi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newMovie.Year.ToString() },
};
var request = new GetItemRequest
{
Key = key,
TableName = tableName,
};

}

var response = await client.GetItemAsync(request);
return response.Item;

영화 테이블에 항목 배치를 씁니다.

/// <summary>
/// Loads the contents of a JSON file into a list of movies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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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ed to the DynamoDB table.
/// </summary>
/// <param name="movieFileName">The full path to the JSON file.</param>
/// <returns>A generic list of movie objects.</returns>
public static List<Movie> ImportMovies(string movieFileName)
{
if (!File.Exists(movieFileName))
{
return null;
}
using var sr = new StreamReader(movieFileName);
string json = sr.ReadToEnd();
var allMovies = JsonConvert.DeserializeObject<List<Movie>>(json);

}

// Now return the first 250 entries.
return allMovies.GetRange(0, 250);

/// <summary>
/// Writes 250 items to the movie table.
/// </summary>
/// <param name="client">The initialized DynamoDB client object.</param>
/// <param name="movieFileName">A string containing the full path to
/// the JSON file containing movie data.</param>
/// <returns>A long integer value representing the number of movies
/// imported from the JSON file.</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long> BatchWriteItems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movieFileName)
{
var movies = ImportMovies(movieFileName);
if (movies is null)
{
Console.WriteLine("Couldn't find the JSON file with movie data.");
return 0;
}
var context = new DynamoDBContext(client);
var bookBatch = context.CreateBatchWrite<Movie>();
bookBatch.AddPutItems(movies);
Console.WriteLine("Adding imported movies to the table.");
await bookBatch.ExecuteAsync();
}

return movies.Count;

테이블에서 하나의 항목을 삭제합니다.
/// <summary>
/// Deletes a single item from a DynamoDB table.
/// </summary>
/// <param name="client">The initialized DynamoDB client object.</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from which the item
/// will be deleted.</param>
/// <param name="movieToDelete">A movie object containing the title and
/// year of the movie to delete.</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indicat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 delete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ItemAsy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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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Movie movieToDelete)

var key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titl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oDelete.Title },
["year"] = new AttributeValue { N =
movieToDelete.Year.ToString() },
};
var request = new Delete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Key = key,
};

}

var response = await client.DeleteItemAsync(request);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테이블에서 특정 연도에 릴리스된 영화를 쿼리합니다.
/// <summary>
/// Queries the table for movies released in a particular year and
/// then displays the information for the movies returned.
/// </summary>
/// <param name="client">The initialized DynamoDB client object.</param>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to query.</param>
/// <param name="year">The release year for which we want to
/// view movies.</param>
/// <returns>The number of movies that match the query.</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int> QueryMovies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int year)
{
var movieTable = Table.LoadTable(client, tableName);
var filter = new QueryFilter("year", QueryOperator.Equal, year);
Console.WriteLine("\nFind movies released in: {year}:");
var config = new QueryOperationConfig()
{
Limit = 10, // 10 items per page.
Select = SelectValues.SpecificAttributes,
AttributesToGet = new List<string>
{
"title",
"year",
},
ConsistentRead = true,
Filter = filter,
};
// Value used to track how many movies match the
// supplied criteria.
var moviesFound = 0;
Search search = movieTable.Query(config);
do
{
var movieList = await search.GetNextSetAsync();
moviesFound += movieList.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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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ach (var movie in movieList)
{
DisplayDocument(movie);
}

}
while (!search.IsDone);
}

return moviesFound;

테이블에서 특정 연도 범위 동안 릴리스된 영화를 스캔합니다.
public static async Task<int> ScanTableAsyn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int startYear,
int endYear)
{
var request = new Scan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 new Dictionary<string, string>
{
{ "#yr", "year" },
},
ExpressionAttributeValues = new 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 ":y_a", new AttributeValue { N = startYear.ToString() } },
{ ":y_z", new AttributeValue { N = endYear.ToString() } },
},
FilterExpression = "#yr between :y_a and :y_z",
ProjectionExpression = "#yr, title, info.actors[0], info.directors,
info.running_time_secs",
};
// Keep track of how many movies were found.
int foundCount = 0;

}

var response = new ScanResponse();
do
{
response = await client.ScanAsync(request);
foundCount += response.Items.Count;
response.Items.ForEach(i => DisplayItem(i));
}
while (response.LastEvaluatedKey.Count > 1);
return foundCount;

영화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TableAsync(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
var request = new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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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response = await client.DeleteTableAsync(request);
if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Console.WriteLine($"Table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successfully deleted.");
return true;
}
else
{
Console.WriteLine("Could not delete table.");
return false;
}
}

• API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 CreateTable
• DeleteItem
• DeleteTable
• Describ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C++
SDK for C++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GitHub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bool AwsDoc::DynamoDB::dynamodbGettingStartedScenario(
const Aws::Client::ClientConfiguration &clientConfiguration) {
std::cout << std::setfill('*') << std::setw(ASTERIX_FILL_WIDTH) << " " <<
std::endl;
std::cout << "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getting started demo." <<
std::endl;
std::cout << std::setfill('*') << std::setw(ASTERIX_FILL_WIDTH) << " " <<
std::endl;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clientConfiguration);
bool movieTableAlreadyExisted = false;
// 1. Create a table.
{
Aws::DynamoDB::Model::CreateTableRequest request;
Aws::DynamoDB::Model::AttributeDefinition yearAttributeDefinition;
yearAttributeDefinition.SetAttributeName(YEAR_KEY);
yearAttributeDefinition.SetAttributeType(
Aws::DynamoDB::Model::ScalarAttribute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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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AddAttributeDefinitions(yearAttributeDefinition);
Aws::DynamoDB::Model::AttributeDefinition titleAttributeDefinition;
yearAttributeDefinition.SetAttributeName(TITLE_KEY);
yearAttributeDefinition.SetAttributeType(
Aws::DynamoDB::Model::ScalarAttributeType::S);
request.AddAttributeDefinitions(yearAttributeDefinition);
Aws::DynamoDB::Model::KeySchemaElement yearKeySchema;
yearKeySchema.WithAttributeName(YEAR_KEY).WithKeyType(
Aws::DynamoDB::Model::KeyType::HASH);
request.AddKeySchema(yearKeySchema);
Aws::DynamoDB::Model::KeySchemaElement titleKeySchema;
yearKeySchema.WithAttributeName(TITLE_KEY).WithKeyType(
Aws::DynamoDB::Model::KeyType::RANGE);
request.AddKeySchema(yearKeySchema);
Aws::DynamoDB::Model::ProvisionedThroughput throughput;
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
PROVISIONED_THROUGHPUT_UNITS).WithWriteCapacityUnits(
PROVISIONED_THROUGHPUT_UNITS);
request.SetProvisionedThroughput(throughput);
request.SetTableName(MOVIE_TABLE_NAME);
std::cout << "Creating table '" << MOVIE_TABLE_NAME << "'..." << std::endl;
const Aws::DynamoDB::Model::CreateTableOutcome &result =
dynamoClient.CreateTable(
request);
if (!result.IsSuccess()) {
if (result.GetError().GetErrorType() ==
Aws::DynamoDB::DynamoDBErrors::RESOURCE_IN_USE) {
std::cout << "Table already exists." << std::endl;
movieTableAlreadyExisted = true;
}
else {
std::cerr << "Failed to create table: "
<< result.GetError().GetMessage();
return false;
}
}
}
// Wait for table to become active.
if (!movieTableAlreadyExisted) {
std::cout << "Waiting for table '" << MOVIE_TABLE_NAME
<< "' to become active...." << std::endl;
if (!AwsDoc::DynamoDB::waitTableActive(MOVIE_TABLE_NAME, dynamoClient)) {
deleteDynamoTable(MOVIE_TABLE_NAME, dynamoClient);
return false;
}
std::cout << "Table '" << MOVIE_TABLE_NAME << "' created and active."
<< std::endl;
}
// 2. Add a new movie.
Aws::String title;
float rating;
int year;
Aws::String plot;
{
title = askQuestion(
"Enter the title of a movie you want to add to the table: ");
year = askQuestionForInt("What year was it released? ");
rating = askQuestionForFloatRange("On a scale of 1 - 10, how do you rate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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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plot = askQuestion("Summarize the plot for me: ");
Aws::DynamoDB::Model::PutItemRequest putItemRequest;
putItemRequest.SetTableName(MOVIE_TABLE_NAME);
putItemRequest.AddItem(YEAR_KEY,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N(year));
putItemRequest.AddItem(TITLE_KEY,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S(title));
// Create attribute for the info map.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nfoMapAttribute;
std::shared_ptr<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ratingAttribute =
Aws::MakeShared<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LLOCATION_TAG.c_str());
ratingAttribute->SetN(rating);
infoMapAttribute.AddMEntry(RATING_KEY, ratingAttribute);
std::shared_ptr<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plotAttibute =
Aws::MakeShared<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LLOCATION_TAG.c_str());
plotAttibute->SetS(plot);
infoMapAttribute.AddMEntry(PLOT_KEY, plotAttibute);
putItemRequest.AddItem(INFO_KEY, infoMapAttribute);
Aws::DynamoDB::Model::PutItemOutcome outcome = dynamoClient.PutItem(
putItemRequest);
if (!outcome.IsSuccess()) {
std::cerr << "Failed to add an item: " <<
outcome.GetError().GetMessage();
deleteDynamoTable(MOVIE_TABLE_NAME, dynamoClient);
return false;
}
}
std::cout << "\nAdded '" << title << "' to '" << MOVIE_TABLE_NAME << "'."
<< std::endl;
// 3. Update the rating and plot of the movie by using an update expression.
{
rating = askQuestionForFloatRange(
Aws::String("\nLet's update your movie.\nYou rated it ") +
std::to_string(rating)
+ ", what new would you give it? ", 1, 10);
plot = askQuestion(Aws::String("You summarized the plot as '") + plot +
"'.\nWhat would you say now? ");
Aws::DynamoDB::Model::UpdateItemRequest request;
request.SetTableName(MOVIE_TABLE_NAME);
request.AddKey(TITLE_KEY,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S(title));
request.AddKey(YEAR_KEY,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N(year));
std::stringstream expressionStream;
expressionStream << "set " << INFO_KEY << "." << RATING_KEY << " =:r, "
<< INFO_KEY << "." << PLOT_KEY << " =:p";
request.SetUpdateExpression(expressionStream.str());
request.SetExpressionAttributeValues({
{":r",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N(
rating)},
{":p",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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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ot)}

request.SetReturnValues(Aws::DynamoDB::Model::ReturnValue::UPDATED_NEW);
const Aws::DynamoDB::Model::Update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UpdateItem(
request);
if (!result.IsSuccess()) {
std::cerr << "Error updating movie " + result.GetError().GetMessage()
<< std::endl;
deleteDynamoTable(MOVIE_TABLE_NAME, dynamoClient);
return false;
}
}
std::cout << "\nUpdated '" << title << "' with new attributes:" << std::endl;
// 4. Put 250 movies in the table from moviedata.json.
if (!movieTableAlreadyExisted) {
std::cout << "Adding movies from a json file to the database." <<
std::endl;
const size_t MAX_SIZE_FOR_BATCH_WRITE = 25;
const size_t MOVIES_TO_WRITE = 10 * MAX_SIZE_FOR_BATCH_WRITE;
Aws::String jsonString = getMovieJSON();
if (!jsonString.empty()) {
Aws::Utils::Json::JsonValue json(jsonString);
Aws::Utils::Array<Aws::Utils::Json::JsonView> movieJsons =
json.View().AsArray();
Aws::Vector<Aws::DynamoDB::Model::WriteRequest> writeRequests;
increment

// To add movies with a cross-section of years, use an appropriate

// value for iterating through the database.
size_t increment = movieJsons.GetLength() / MOVIES_TO_WRITE;
for (size_t i = 0; i < movieJsons.GetLength(); i += increment) {
writeRequests.push_back(Aws::DynamoDB::Model::WriteRequest());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putItems = movieJsonViewToAttributeMap(
movieJsons[i]);
Aws::DynamoDB::Model::PutRequest putRequest;
putRequest.SetItem(putItems);
writeRequests.back().SetPutRequest(putRequest);
if (writeRequests.size() == MAX_SIZE_FOR_BATCH_WRITE) {
Aws::DynamoDB::Model::BatchWriteItemRequest request;
request.AddRequestItems(MOVIE_TABLE_NAME, writeRequests);
const Aws::DynamoDB::Model::BatchWriteItemOutcome &outcome =
dynamoClient.BatchWriteItem(
request);
if (!outcome.IsSuccess()) {
std::cerr << "Unable to batch write movie data: "
<< outcome.GetError().GetMessage()
<< std::endl;
writeRequests.clear();
break;
}
else {
std::cout << "Added batch of " << writeRequests.size()
<< " movies to the database."
<< std::endl;
}
writeRequests.clea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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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cout << std::setfill('*') << std::setw(ASTERIX_FILL_WIDTH) << " " <<
std::endl;
// 5. Get a movie by Key (partition + sort).
{
Aws::String titleToGet("King Kong");
Aws::String answer = askQuestion(Aws::String(
"Let's move on...Would you like to get info about '" + titleToGet +
"'? (y/n) "));
if (answer == "y") {
Aws::DynamoDB::Model::GetItemRequest request;
request.SetTableName(MOVIE_TABLE_NAME);
request.AddKey(TITLE_KEY,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S(titleToGet));
request.AddKey(YEAR_KEY,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N(1933));
const Aws::DynamoDB::Model::Get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GetItem(
request);
if (!result.IsSuccess()) {
std::cerr << "Error " << result.GetError().GetMessage();
}
else {
const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 = result.GetResult().GetItem();
if (!item.empty()) {
std::cout << "\nHere's what I found:" << std::endl;
printMovieInfo(item);
}
else {
std::cout << "\nThe movie was not found in the database."
<< std::endl;
}
}
}
}
// 6. Use Query with a key condition expression to return all movies
//
released in a given year.
Aws::String doAgain = "n";
do {
Aws::DynamoDB::Model::QueryRequest req;
req.SetTableName(MOVIE_TABLE_NAME);
// "year" is a DynamoDB reserved keyword and must be replaced with an
// expression attribute name.
req.SetKeyConditionExpression("#dynobase_year = :valueToMatch");
req.SetExpressionAttributeNames({{"#dynobase_year", YEAR_KEY}});
int yearToMatch = askQuestionForIntRange(
"\nLet's get a list of movies released in"
" a given year. Enter a year between 1972 and 2018 ",
1972, 2018);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Values;
attributeValues.emplace(":valueToMatch",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N(
yearToMatch));
req.SetExpressionAttributeValues(attributeValues);
const Aws::DynamoDB::Model::QueryOutcome &result = dynamoClient.Query(req);
if (result.IsSu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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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Aws::Vector<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s = result.GetResult().GetItems();
if (!items.empty()) {
std::cout << "\nThere were " << items.size()
<< " movies in the database from "
<< yearToMatch << "." << std::endl;
for (const auto &item: items) {
printMovieInfo(item);
}
doAgain = "n";
}
else {
std::cout << "\nNo movies from " << yearToMatch
<< " were found in the database"
<< std::endl;
doAgain = askQuestion(Aws::String("Try another year? (y/n) "));
}
}
else {
std::cerr << "Failed to Query items: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while (doAgain == "y");
// 7. Use Scan to return movies released within a range of years.
//
Show how to paginate data using ExclusiveStartKey. (Scan +
FilterExpression)
{
int startYear = askQuestionForIntRange("\nNow let's scan a range of years "
"for movies in the database. Enter a
start year: ",
1972, 2018);
int endYear = askQuestionForIntRange("\nEnter an end year: ",
startYear, 2018);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exclusiveStartKey;
do {
Aws::DynamoDB::Model::ScanRequest scanRequest;
scanRequest.SetTableName(MOVIE_TABLE_NAME);
scanRequest.SetFilterExpression(
"#dynobase_year >= :startYear AND #dynobase_year <= :endYear");
scanRequest.SetExpressionAttributeNames({{"#dynobase_year",
YEAR_KEY}});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Values;
attributeValues.emplace(":startYear",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N(
startYear));
attributeValues.emplace(":endYear",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N(
endYear));
scanRequest.SetExpressionAttributeValues(attributeValues);
if (!exclusiveStartKey.empty()) {
scanRequest.SetExclusiveStartKey(exclusiveStartKey);
}
const Aws::DynamoDB::Model::ScanOutcome &result = dynamoClient.Scan(
scanRequest);
if (result.IsSuccess()) {
const Aws::Vector<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tems = result.GetResult().GetItems();
if (!items.empty()) {
std::stringstream string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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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Stream << "\nFound " << items.size() << " movies in one

scan."

<< " How many would you like to see? ";
size_t count = askQuestionForInt(stringStream.str());
for (size_t i = 0; i < count && i < items.size(); ++i) {
printMovieInfo(items[i]);
}

startYear <<

}
else {
std::cout << "\nNo movies in the database between " <<
}

more."

}

" and " << endYear << "." << std::endl;

exclusiveStartKey = result.GetResult().GetLastEvaluatedKey();
if (!exclusiveStartKey.empty()) {
std::cout << "Not all movies were retrieved. Scanning for
<< std::endl;
}
else {
std::cout << "All movies were retrieved with this scan."
<< std::endl;
}

}
else {
std::cout << "Failed to Scan movies: "
<< result.GetError().GetMessage();
}
} while (!exclusiveStartKey.empty());

// 8. Delete a movie. (DeleteItem)
{
std::stringstream stringStream;
stringStream << "\nWould you like to delete the movie " << title
<< " from the database? (y/n) ";
Aws::String answer = askQuestion(stringStream.str());
if (answer == "y") {
Aws::DynamoDB::Model::DeleteItemRequest request;
request.AddKey(YEAR_KEY,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N(year));
request.AddKey(TITLE_KEY,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SetS(title));
request.SetTableName(MOVIE_TABLE_NAME);
const Aws::DynamoDB::Model::DeleteItemOutcome &result =
dynamoClient.DeleteItem(
request);
if (result.IsSuccess()) {
std::cout << "\nRemoved \"" << title << "\" from the database."
<< std::endl;
}
else {
std::cerr << "Failed to delete the movie: "
<< result.GetError().GetMessage()
<< std::endl;
}
}
}

}

// 9.Delete the table. (DeleteTable)
return deleteDynamoTable(MOVIE_TABLE_NAME, dynamoClient);

bool AwsDoc::DynamoDB::deleteDynamoTable(const Aws::String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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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 {
Aws::DynamoDB::Model::DeleteTableRequest request;
request.SetTableName(tableName);
const Aws::DynamoDB::Model::DeleteTableOutcome &result =
dynamoClient.DeleteTable(
request);
if (result.IsSuccess()) {
std::cout << "Your Table \""
<< result.GetResult().GetTableDescription().GetTableName()
<< " was deleted!\n";
}
else {
std::cerr << "Failed to delete table: " << result.GetError().GetMessage();
}
return result.IsSuccess();

}

bool AwsDoc::DynamoDB::waitTableActive(const Aws::String &tableName,
const Aws::DynamoDB::DynamoDBClient
&dynamoClient) {
// Repeatedly call DescribeTable until table is ACTIVE.
const int MAX_QUERIES = 20;
Aws::DynamoDB::Model::DescribeTableRequest request;
request.SetTableName(tableName);
int count = 0;
while (count < MAX_QUERIES) {
const Aws::DynamoDB::Model::DescribeTableOutcome &result =
dynamoClient.DescribeTable(
request);
if (result.IsSuccess()) {
Aws::DynamoDB::Model::TableStatus status =
result.GetResult().GetTable().GetTableStatus();
if (Aws::DynamoDB::Model::TableStatus::ACTIVE != status) {
std::this_thread::sleep_for(std::chrono::seconds(1));
}
else {
return true;
}

}
else {
std::cerr << "Error DynamoDB::waitTableActive "
<< result.GetError().GetMessage() << std::endl;
return false;
}
count++;

}

}
return false;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wsDoc::DynamoDB::movieJsonViewToAttributeMap(
const Aws::Utils::Json::JsonView &jsonView) {
Aws::Map<Aws::String, 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result;
if (jsonView.KeyExists(YEAR_KEY)) {
result[YEAR_KEY].SetN(jsonView.GetInteger(YEAR_KEY));
}
if (jsonView.KeyExists(TITLE_KEY)) {
result[TITLE_KEY].SetS(jsonView.GetString(TITLE_KEY));
}
if (jsonView.KeyExists(INFO_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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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Map<Aws::String, const
std::shared_ptr<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infoMap;
Aws::Utils::Json::JsonView infoView = jsonView.GetObject(INFO_KEY);
if (infoView.KeyExists(RATING_KEY)) {
std::shared_ptr<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Value =
std::make_shared<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Value->SetN(infoView.GetDouble(RATING_KEY));
infoMap.emplace(std::make_pair(RATING_KEY, attributeValue));
}
if (infoView.KeyExists(PLOT_KEY)) {
std::shared_ptr<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Value =
std::make_shared<Aws::DynamoDB::Model::AttributeValue>();
attributeValue->SetS(infoView.GetString(PLOT_KEY));
infoMap.emplace(std::make_pair(PLOT_KEY, attributeValue));
}
}
}

result[INFO_KEY].SetM(infoMap);

return result;

• API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C++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 CreateTable
• DeleteItem
• DeleteTable
• Describ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DynamoDB 작업을 호출하는 구문과 메서드를 생성합니다.

// TableBasics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examples.
//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specified
table.
type TableBasics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TableExists determines whether a DynamoDB table exists.
func (basics TableBasics) TableExists() (bool,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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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s := true
_, err := basics.DynamoDbClient.DescribeTable(
context.TODO(), &dynamodb.DescribeTableInput{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
if err != nil {
var notFoundEx *types.ResourceNotFoundException
if errors.As(err, &notFoundEx) {
log.Printf("Table %v does not exist.\n", basics.TableName)
err = nil
} else {
log.Printf("Couldn't determine existence of table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exists = false
}
return exists, err

}

// CreateMovieTable creates a DynamoDB table with a composite primary key defined
as
// a string sort key named `title`, and a numeric partition key named `year`.
// This function uses NewTableExistsWaiter to wait for the table to be created by
// DynamoDB before it returns.
func (basics TableBasics) CreateMovieTable() (*types.TableDescription, error) {
var tableDesc *types.TableDescription
table, err := basics.DynamoDbClient.CreateTable(context.TODO(),
&dynamodb.CreateTableInput{
AttributeDefinitions: []types.AttributeDefinition{{
AttributeName: aws.String("year"),
AttributeType: types.ScalarAttributeTypeN,
}, {
AttributeName: aws.String("title"),
AttributeType: types.ScalarAttributeTypeS,
}},
KeySchema: []types.KeySchemaElement{{
AttributeName: aws.String("year"),
KeyType:
types.KeyTypeHash,
}, {
AttributeName: aws.String("title"),
KeyType:
types.KeyTypeRange,
}},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ProvisionedThroughput: &types.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aws.Int64(10),
WriteCapacityUnits: aws.Int64(10),
},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create table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else {
waiter := dynamodb.NewTableExistsWaiter(basics.DynamoDbClient)
err = waiter.Wait(context.TODO(), &dynamodb.DescribeTable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5*time.Minute)
if err != nil {
log.Printf("Wait for table exists failed. Here's why: %v\n", err)
}
tableDesc = table.TableDescription
}
return tableDesc, 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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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Tables lists the DynamoDB table names for the current account.
func (basics TableBasics) ListTables() ([]string, error) {
var tableNames []string
tables, err := basics.DynamoDbClient.ListTables(
context.TODO(), &dynamodb.ListTablesInput{})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list tables. Here's why: %v\n", err)
} else {
tableNames = tables.TableNames
}
return tableNames, err
}

// AddMovie adds a movie the DynamoDB table.
func (basics TableBasics) AddMovie(movie Movie) error {
item, err := attributevalue.MarshalMap(movie)
if err != nil {
panic(err)
}
_, err = basics.DynamoDbClient.PutItem(context.TODO(), &dynamodb.Put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Item: item,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add item to table.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 UpdateMovie updates the rating and plot of a movie that already exists in the
// DynamoDB table. This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update
// expression.
func (basics TableBasics) UpdateMovie(movie Movie)
(map[string]map[string]interface{}, error) {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UpdateItemOutput
var attributeMap map[string]map[string]interface{}
update := expression.Set(expression.Name("info.rating"),
expression.Value(movie.Info["rating"]))
update.Set(expression.Name("info.plot"), expression.Value(movie.Info["plot"]))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Update(update).Build()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build expression for update.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UpdateItem(context.TODO(),
&dynamodb.Update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Key:
movie.GetKey(),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UpdateExpression:
expr.Update(),
ReturnValues:
types.ReturnValueUpdatedNew,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pdate movie %v.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Attributes, &attributeMap)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l update response. Here's why: %v\n", err)
}
}
}
return attributeMap, 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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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MovieBatch adds a slice of movies to the DynamoDB table. The function sends
// batches of 25 movies to DynamoDB until all movies are added or it reaches the
// specified maximum.
func (basics TableBasics) AddMovieBatch(movies []Movie, maxMovies int) (int, error)
{
var err error
var item map[string]types.AttributeValue
written := 0
batchSize := 25 // DynamoDB allows a maximum batch size of 25 items.
start := 0
end := start + batchSize
for start < maxMovies && start < len(movies) {
var writeReqs []types.WriteRequest
if end > len(movies) {
end = len(movies)
}
for _, movie := range movies[start:end] {
item, err = attributevalue.MarshalMap(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marshal movie %v for batch writing.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else {
writeReqs = append(
writeReqs,
types.WriteRequest{PutRequest: &types.PutRequest{Item: item}},
)
}
}
_, err = basics.DynamoDbClient.BatchWriteItem(context.TODO(),
&dynamodb.BatchWriteItemInput{
RequestItems: map[string][]types.WriteRequest{basics.TableName: writeReqs}})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add a batch of movies to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else {
written += len(writeReqs)
}
start = end
end += batchSize
}
return written, err

}

// GetMovie gets movie data from the DynamoDB table by using the primary composite
key
// made of title and year.
func (basics TableBasics) GetMovie(title string, year int) (Movie, error) {
movie := Movie{Title: title, Year: year}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GetItem(context.TODO(),
&dynamodb.GetItemInput{
Key: movie.GetKey(),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info about %v. Here's why: %v\n", title,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Item,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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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movie, err

}

// Query gets all movies in the DynamoDB table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The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key condition expression
// that is used in the query.
func (basics TableBasics) Query(releaseYear int) ([]Movie, error) {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QueryOutput
var movies []Movie
keyEx := expression.Key("year").Equal(expression.Value(releaseYear))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KeyCondition(keyEx).Build()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build epxression for query.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Query(context.TODO(), &dynamodb.Query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KeyConditionExpression:
expr.KeyCondition(),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v. Here's why: %v\n",
releaseYear,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ListOfMaps(response.Items, &movies)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query response. Here's why: %v\n", err)
}
}
}
return movies, err
}

// Scan gets all movies in the DynamoDB table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 and projects them to return a reduced set of fields.
// The function uses the `expression` package to build the filter and projection
// expressions.
func (basics TableBasics) Scan(startYear int, endYear int) ([]Movie, error) {
var movies []Movie
var err error
var response *dynamodb.ScanOutput
filtEx := expression.Name("year").Between(expression.Value(startYear),
expression.Value(endYear))
projEx := expression.NamesList(
expression.Name("year"), expression.Name("title"),
expression.Name("info.rating"))
expr, err :=
expression.NewBuilder().WithFilter(filtEx).WithProjection(projEx).Build()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build expressions for scan. Here's why: %v\n", err)
} else {
response, err = basics.DynamoDbClient.Scan(context.TODO(), &dynamodb.Scan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expr.Names(),
ExpressionAttributeValues: expr.Values(),
FilterExpression:
expr.Filter(),
ProjectionExpression:
expr.Proj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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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scan for movies released between %v and %v. Here's why: %v
\n",
startYear, endYear,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ListOfMaps(response.Items, &movies)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query response. Here's why: %v\n", err)
}
}
}
return movies, err
}

// DeleteMovie removes a movie from the DynamoDB table.
func (basics TableBasics) DeleteMovie(movie Movie) error {
_, err := basics.DynamoDbClient.DeleteItem(context.TODO(),
&dynamodb.DeleteItem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Key: movie.GetKey(),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v from the table.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return err
}

// DeleteTable deletes the DynamoDB table and all of its data.
func (basics TableBasics) DeleteTable() error {
_, err := basics.DynamoDbClient.DeleteTable(context.TODO(),
&dynamodb.DeleteTableInput{
TableName: aws.String(basics.TableNam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table %v. Here's why: %v\n", basics.TableName, err)
}
return err
}

대화식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RunMovieScenario is an interactive example that shows you how to use the AWS SDK
for Go
// to create and use an Amazon DynamoDB table that stores data about movies.
//
//
1. Create a table that can hold movie data.
//
2. Put, get, and update a single movie in the table.
//
3. Write movie data to the table from a sample JSON file.
//
4. Query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given year.
//
5. Scan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
6. Delete a movie from the table.
//
7. Delete the table.
//
// This example creates a DynamoDB service client from the specified sdkConfig so
that
// you can replace it with a mocked or stubbed config for unit testing.
//
// It uses a questioner from the `demotools` package to get input during th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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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ckage can be found in the ..\..\demotools folder of this repo.
//
// The specified movie sampler is used to get sample data from a URL that is loaded
// into the named table.
func RunMovieScenario(
sdkConfig aws.Config, questioner demotools.IQuestioner, tableName string,
movieSampler actions.IMovieSampler) {
defer func() {
if r := recover(); r != nil {
fmt.Printf("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demo.")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getting started demo.")
log.Println(strings.Repeat("-", 88))
tableBasics := actions.TableBasics{TableName: tableName,
DynamoDbClient: dynamodb.NewFromConfig(sdkConfig)}
exists, err := tableBasics.TableExists()
if err != nil {
panic(err)
}
if !exists {
log.Printf("Creating table %v...\n", tableName)
_, err = tableBasics.CreateMovieTable()
if err != nil {
panic(err)
} else {
log.Printf("Created table %v.\n", tableName)
}
} else {
log.Printf("Table %v already exists.\n", tableName)
}
var customMovie actions.Movie
customMovie.Title = questioner.Ask("Enter a movie title to add to the table:",
[]demotools.IAnswerValidator{demotools.NotEmpty{}})
customMovie.Year = questioner.AskInt("What year was it released?",
[]demotools.IAnswerValidator{demotools.NotEmpty{}, demotools.InIntRange{
Lower: 1900, Upper: 2030}})
customMovie.Info = map[string]interface{}{}
customMovie.Info["rating"] = questioner.AskFloat64(
"Enter a rating between 1 and 10:", []demotools.IAnswerValidator{
demotools.NotEmpty{}, demotools.InFloatRange{Lower: 1, Upper: 10}})
customMovie.Info["plot"] = questioner.Ask("What's the plot? ",
[]demotools.IAnswerValidator{demotools.NotEmpty{}})
err = tableBasics.AddMovie(customMovie)
if err == nil {
log.Printf("Added %v to the movie table.\n", customMovie.Titl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f("Let's update your movie. You previously rated it %v.\n",
customMovie.Info["rating"])
customMovie.Info["rating"] = questioner.AskFloat64(
"What new rating would you give it?", []demotools.IAnswerValidator{
demotools.NotEmpty{}, demotools.InFloatRange{Lower: 1, Upper: 10}})
log.Printf("You summarized the plot as '%v'.\n", customMovie.Info["plot"])
customMovie.Info["plot"] = questioner.Ask("What would you say now?",
[]demotools.IAnswerValidator{demotools.NotEmpty{}})
attributes, err := tableBasics.UpdateMovie(customMovie)
if err == nil {
log.Printf("Updated %v with new values.\n", customMovie.Title)
for _, attVal := range attrib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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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alKey, val := range attVal {
log.Printf("\t%v: %v\n", valKey, val)
}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f("Getting movie data from %v and adding 250 movies to the table...\n",
movieSampler.GetURL())
movies := movieSampler.GetSampleMovies()
written, err := tableBasics.AddMovieBatch(movies, 250)
if err != nil {
panic(err)
} else {
log.Printf("Added %v movies to the table.\n", written)
}
show := 10
if show > written {
show = written
}
log.Printf("The first %v movies in the table are:", show)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show] {
log.Printf("\t%v. %v\n", index+1, movie.Title)
}
movieIndex := questioner.AskInt(
"Enter the number of a movie to get info about it: ",
[]demotools.IAnswerValidator{
demotools.InIntRange{Lower: 1, Upper: show}},
)
movie, err := tableBasics.GetMovie(movies[movieIndex-1].Title,
movies[movieIndex-1].Year)
if err == nil {
log.Println(movi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Let's get a list of movies released in a given year.")
releaseYear := questioner.AskInt("Enter a year between 1972 and 2018: ",
[]demotools.IAnswerValidator{demotools.InIntRange{Lower: 1972, Upper: 2018}},
)
releases, err := tableBasics.Query(releaseYear)
if err == nil {
if len(releases) == 0 {
log.Printf("I couldn't find any movies released in %v!\n", releaseYear)
} else {
for _, movie = range releases {
log.Println(movie)
}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Now let's scan for movies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startYear := questioner.AskInt("Enter a year: ", []demotools.IAnswerValidator{
demotools.InIntRange{Lower: 1972, Upper: 2018}})
endYear := questioner.AskInt("Enter another year: ", []demotools.IAnswerValidator{
demotools.InIntRange{Lower: 1972, Upper: 2018}})
releases, err = tableBasics.Scan(startYear, endYear)
if err == nil {
if len(releases) == 0 {
log.Printf("I couldn't find any movies released between %v and %v!\n",
startYear, endYear)
} else {
log.Printf("Found %v movies. In this list, the plot is <nil> because "+
"we used a projection expression when scanning for items to return on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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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tle, year, and rating.\n", len(releases))
for _, movie = range releases {
log.Println(movie)
}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var tables []string
if questioner.AskBool("Do you want to list all of your tables? (y/n) ", "y") {
tables, err = tableBasics.ListTables()
if err == nil {
log.Printf("Found %v tables:", len(tables))
for _, table := range tables {
log.Printf("\t%v", table)
}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f("Let's remove your movie '%v'.\n", customMovie.Title)
if questioner.AskBool("Do you want to delete it from the table? (y/n) ", "y") {
err = tableBasics.DeleteMovie(customMovie)
}
if err == nil {
log.Printf("Deleted %v.\n", customMovie.Title)
}
if questioner.AskBool("Delete the table, too? (y/n)", "y") {
err = tableBasics.DeleteTable()
} else {
log.Println("Don't forget to delete the table when you're done or you might " +
"incur charges on your account.")
}
if err == nil {
log.Printf("Deleted table %v.\n", tableBasics.TableNam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Thanks for watching!")
log.Println(strings.Repeat("-", 88))

}

• API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 CreateTable
• DeleteItem
• DeleteTable
• Describ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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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 Create a table with a Sort key.
public static void create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DynamoDbWaiter dbWaiter = ddb.waiter();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
// Define attributes.
attributeDefinitions.add(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year")
.attributeType("N")
.build());
attributeDefinitions.add(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title")
.attributeType("S")
.build());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 = new ArrayList<>();
KeySchemaElement key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year")
.keyType(KeyType.HASH)
.build();
KeySchemaElement key2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title")
.keyType(KeyType.RANGE)
.build();
// Add KeySchemaElement objects to the list.
tableKey.add(key);
tableKey.add(key2);
CreateTableRequest request = CreateTableRequest.builder()
.keySchema(tableKey)
.provisionedThroughput(ProvisionedThroughput.builder()
.readCapacityUnits(new Long(10))
.writeCapacityUnits(new Long(10))
.build())
.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CreateTableResponse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escribeTableRequest tableRequest = Describ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 Wait until the Amazon DynamoDB table is created.
WaiterResponse<DescribeTableResponse> waiterResponse =
dbWaiter.waitUntilTableExists(tableRequest);
waiterResponse.matched().response().ifPresent(System.out::println);
String newTabl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System.out.println("The " +newTable + " was successfully created.");
} catch (DynamoDbException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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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헬퍼 함수를 생성하여 샘플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추출합니다.
// Load data into the table.
public static void loadData(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fileName) throws IOException {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DynamoDbEnhancedClient.builder()
.dynamoDbClient(ddb)
.build();
DynamoDbTable<Movies> mappedTable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JsonParser parser = new JsonFactory().createParser(new File(fileName));
com.fasterxml.jackson.databind.JsonNode rootNode = new
ObjectMapper().readTree(parser);
Iterator<JsonNode> iter = rootNode.iterator();
ObjectNode currentNode;
int t = 0 ;
while (iter.hasNext()) {
// Only add 200 Movies to the table.
if (t == 200)
break ;
currentNode = (ObjectNode) iter.next();
int year = currentNode.path("year").asInt();
String title = currentNode.path("title").asText();
String info = currentNode.path("info").toString();
Movies movies = new Movies();
movies.setYear(year);
movies.setTitle(title);
movies.setInfo(info);

}

}

// Put the data into the Amazon DynamoDB Movie table.
mappedTable.putItem(movies);
t++;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public static void getItem(DynamoDbClient ddb) {
HashMap<String,AttributeValue> keyToGet = new HashMap<>();
keyToGet.put("year", AttributeValue.builder()
.n("1933")
.build());
keyToGet.put("title", AttributeValue.builder()
.s("King Kong")
.build());
GetItemRequest request = GetItemRequest.builder()
.key(keyToGet)
.tableName("Movies")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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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
Map<String,AttributeValue> returnedItem = ddb.getItem(request).item();
if (returnedItem != null) {
Set<String> keys = returnedItem.keySet();
System.out.println("Amazon DynamoDB table attributes: \n");
for (String key1 : keys) {
System.out.format("%s: %s\n", key1,
returnedItem.get(key1).toString());
}
} else {
System.out.format("No item found with the key %s!\n", "year");
}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전체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public class Scenari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OException {
final String usage = "\n" +
"Usage:\n" +
"
<fileName>\n\n" +
"Where:\n" +
"
fileName - The path to the moviedata.json file that you can
download from the 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n" ;
if (args.length != 1) {
System.out.println(usage);
System.exit(1);
}
String tableName = "Movies";
String fileName = args[0];
ProfileCredentialsProvider credentialsProvider =
ProfileCredentialsProvider.create();
Region region = Region.US_EAST_1;
DynamoDbClient ddb = DynamoDbClient.builder()
.region(region)
.credentialsProvider(credentialsProvider)
.build();
System.out.println("******* Creating an Amazon DynamoDB table named Movies
with a key named year and a sort key named title.");
createTable(ddb, tableName);
System.out.println("******* Loading data into the Amazon DynamoDB table.");
loadData(ddb, tableName, fileName);
System.out.println("******* Getting data from the Movie table.");
getItem(ddb) ;
System.out.println("******* Putting a record into the Amazon DynamoDB
table.");
putRecord(d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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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ut.println("******* Updating a record.");
updateTableItem(ddb, tableName);
System.out.println("******* Scanning the Amazon DynamoDB table.");
scanMovies(ddb, tableName);
System.out.println("******* Querying the Movies released in 2013.");
queryTable(ddb);

}

System.out.println("******* Deleting the Amazon DynamoDB table.");
deleteDynamoDBTable(ddb, tableName);
ddb.close();

// Create a table with a Sort key.
public static void create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DynamoDbWaiter dbWaiter = ddb.waiter();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
// Define attributes.
attributeDefinitions.add(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year")
.attributeType("N")
.build());
attributeDefinitions.add(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title")
.attributeType("S")
.build());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 = new ArrayList<>();
KeySchemaElement key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year")
.keyType(KeyType.HASH)
.build();
KeySchemaElement key2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title")
.keyType(KeyType.RANGE)
.build();
// Add KeySchemaElement objects to the list.
tableKey.add(key);
tableKey.add(key2);
CreateTableRequest request = CreateTableRequest.builder()
.keySchema(tableKey)
.provisionedThroughput(ProvisionedThroughput.builder()
.readCapacityUnits(new Long(10))
.writeCapacityUnits(new Long(10))
.build())
.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CreateTableResponse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escribeTableRequest tableRequest = Describ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 Wait until the Amazon DynamoDB table is created.
WaiterResponse<DescribeTableResponse> waiterResponse =
dbWaiter.waitUntilTableExists(tableRequest);
waiterResponse.matched().response().ifPresent(System.out::print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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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newTabl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System.out.println("The " +newTable + " was successfully created.");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Query the table.
public static void queryTable(DynamoDbClient ddb) {
try {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DynamoDbEnhancedClient.builder()
.dynamoDbClient(ddb)
.build();
DynamoDbTable<Movies> custTable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QueryConditional queryConditional = QueryConditional
.keyEqualTo(Key.builder()
.partitionValue(2013)
.build());
// Get items in the table and write out the ID value.
Iterator<Movies> results =
custTable.query(queryConditional).items().iterator();
String result="";
while (results.hasNext()) {
Movies rec = results.next();
System.out.println("The title of the movie is "+rec.getTitle());
System.out.println("The movie information is "+rec.getInfo());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 Scan the table.
public static void scanMovies(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System.out.println("******* Scanning all movies.\n");
try{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DynamoDbEnhancedClient.builder()
.dynamoDbClient(ddb)
.build();
DynamoDbTable<Movies> custTable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Iterator<Movies> results = custTable.scan().items().iterator();
while (results.hasNext()) {
Movies rec = results.next();
System.out.println("The movie title is "+rec.getTitle());
System.out.println("The movie year is " +rec.getYear());
}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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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 data into the table.
public static void loadData(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String
fileName) throws IOException {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DynamoDbEnhancedClient.builder()
.dynamoDbClient(ddb)
.build();
DynamoDbTable<Movies> mappedTable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JsonParser parser = new JsonFactory().createParser(new File(fileName));
com.fasterxml.jackson.databind.JsonNode rootNode = new
ObjectMapper().readTree(parser);
Iterator<JsonNode> iter = rootNode.iterator();
ObjectNode currentNode;
int t = 0 ;
while (iter.hasNext()) {
// Only add 200 Movies to the table.
if (t == 200)
break ;
currentNode = (ObjectNode) iter.next();
int year = currentNode.path("year").asInt();
String title = currentNode.path("title").asText();
String info = currentNode.path("info").toString();
Movies movies = new Movies();
movies.setYear(year);
movies.setTitle(title);
movies.setInfo(info);

}

}

// Put the data into the Amazon DynamoDB Movie table.
mappedTable.putItem(movies);
t++;

// Update the record to include show only directors.
public static void updateTableItem(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HashMap<String,AttributeValue> itemKey = new HashMap<>();
itemKey.put("year", AttributeValue.builder().n("1933").build());
itemKey.put("title", AttributeValue.builder().s("King Kong").build());
HashMap<String,AttributeValueUpdate> updatedValues = new HashMap<>();
updatedValues.put("info", AttributeValueUpdate.builder()
.value(AttributeValue.builder().s("{\"directors\":[\"Merian C. Cooper
\",\"Ernest B. Schoedsack\"]").build())
.action(AttributeAction.PUT)
.build());
UpdateItemRequest request = UpdateItem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key(itemKey)
.attributeUpdates(updatedValues)
.build();
try {
ddb.updateItem(request);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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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tem.out.println("Item was updated!");

public static void deleteDynamoDB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DeleteTableRequest request = Delet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ddb.deleteTable(reques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tableName +" was successfully deleted!");

public static void putRecord(DynamoDbClient ddb) {
try {
DynamoDbEnhancedClient enhancedClient =
DynamoDbEnhancedClient.builder()
.dynamoDbClient(ddb)
.build();
DynamoDbTable<Movies> table = enhancedClient.table("Movies",
TableSchema.fromBean(Movies.class));
// Populate the Table.
Movies record = new Movies();
record.setYear(2020);
record.setTitle("My Movie2");
record.setInfo("no info");
table.putItem(record);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Added a new movie to the table.");

public static void getItem(DynamoDbClient ddb) {
HashMap<String,AttributeValue> keyToGet = new HashMap<>();
keyToGet.put("year", AttributeValue.builder()
.n("1933")
.build());
keyToGet.put("title", AttributeValue.builder()
.s("King Kong")
.build());
GetItemRequest request = GetItemRequest.builder()
.key(keyToGet)
.tableName("Movies")
.build();
try {
Map<String,AttributeValue> returnedItem = ddb.getItem(request).item();
if (returnedItem !=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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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tring> keys = returnedItem.keySet();
System.out.println("Amazon DynamoDB table attributes: \n");
for (String key1 : keys) {
System.out.format("%s: %s\n", key1,
returnedItem.get(key1).toString());
}
} else {
System.out.format("No item found with the key %s!\n", "year");
}

}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API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 CreateTable
• DeleteItem
• DeleteTable
• Describ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DynamoDB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REGION";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DynamoDB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API 버전 2012-08-10
97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테이블, 항목 및 쿼리 사용 시작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
import fs from "fs";
// A practical functional library used to split the data into segments.
import * as R from "ramda";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import {
CreateTableCommand,
DeleteTable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import {
PutCommand,
GetCommand,
UpdateCommand,
BatchWriteCommand,
DeleteCommand,
ScanCommand,
Query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f (process.argv.length < 6) {
console.log(
"Usage: node dynamodb_basics.js <tableNaame> <newMovieName> <newMovieYear>
<existingMovieName> <existingMovieYear> <newMovieRank> <newMoviePlot>\n" +
"Example: node dynamodb_basics.js newmoviesbrmur newmoviename 2025 200 'MOVIE
PLOT DETAILS'"
);
}
// Helper function to delay running the code while the AWS service calls wait for
responses.
function wait(ms) {
var start = Date.now();
var end = start;
while (end < start + ms) {
end = Date.now();
}
}
// Set the parameters.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const newMovieName = process.argv[3];
const newMovieYear = parseInt(process.argv[4]); // parseInt() converts the string
into a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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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const
const
const

existingMovieName = process.argv[5];
existingMovieYear = parseInt(process.argv[6]);
newMovieRank = parseInt(process.argv[7]);
newMoviePlot = process.argv[8];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newMovieName,
newMovieYear,
existingMovieName,
existingMovieYear,
newMovieRank,
newMoviePlot
) => {
try {
console.log("Creating table ...");
// Set the parameters.
const param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title",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year",
AttributeType: "N",
},
],
KeySchema: [
{
AttributeName: "title",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year",
KeyType: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
TableName: tableName,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CreateTableCommand(params));
console.log("Waiting for table to be created...");
wait(10000);
console.log(
"Table created. Table name is ",
data.TableDescription.TableName
);
try {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Item: {
title: newMovieName,
year: newMovieYear,
},
};
console.log("Adding movie...");
await ddbDocClient.send(new Pu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single movie added.");
try {
// Before you run this example, download 'movies.json' from https://
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GettingStarted.Js.02.html,
// and put it in the same folder as th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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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movie data parse to convert into a JSON object.
const allMovies = JSON.parse(fs.readFileSync("moviedata.json", "utf8"));
// Split the table into segments of 25.
const dataSegments = R.splitEvery(25, allMovies);
// Loop batch write operation 10 times to upload 250 items.
console.log("Writing movies in batch to table...");
for (let i = 0; i < 10; i++) {
const segment = dataSegments[i];
for (let j = 0; j < 25; j++) {
const params = {
RequestItems: {
[tableName]: [
{
// Destination Amazon DynamoDB table name.
PutRequest: {
Item: {
year: segment[j].year,
title: segment[j].title,
info: segment[j].info,
},
},
},
],
},
};
ddbDocClient.send(new BatchWriteCommand(params));
}
}
wait(20000);
console.log("Success, movies written to table.");
try {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Key: {
title: existingMovieName,
year: existingMovieYear,
},
// Define expressions for the new or updated attributes.
ProjectionExpression: "#r",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
UpdateExpression: "set info.plot = :p, info.#r = :r",
ExpressionAttributeValues: {
":p": newMoviePlot,
":r": newMovieRank,
},
ReturnValues: "ALL_NEW",
};
console.log("Updating a single movie...");
await ddbClient.send(new Update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movie updated.");
try {
console.log("Getting movie....");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Key: {
title: existingMovieName,
year: existingMovieYear,
},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new Get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getting item. Item details :", data.Item);
try {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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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newMovieName,
year: newMovieYear,

},
};
await ddbDocClient.send(new DeleteCommand(params));
console.log("Success - movie deleted.");
try {
console.log("Scanning table....");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ProjectionExpression: "#r, #y, title",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y": "year" },
FilterExpression: "title = :t and #y = :y and info.#r = :r",
ExpressionAttributeValues: {
":r": newMovieRank,
":y": existingMovieYear,
":t": existingMovieName,
},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ScanCommand(params));
// Loop through and parse the response.
for (let i = 0; i < data.Items.length; i++) {
console.log(
"Scan successful. Items with rank of " +
newMovieRank +
" include\n" +
"Year = " +
data.Items[i].year +
" Title = " +
data.Items[i].title
);
}
try {
const params = {
ExpressionAttributeNames: { "#r": "rank", "#y": "year" },
ProjectionExpression: "#r, #y, title",
TableName: tableName,
UpdateExpression: "set #r = :r, title = :t, #y = :y",
ExpressionAttributeValues: {
":t": existingMovieName,
":y": existingMovieYear,
":r": newMovieRank,
},
KeyConditionExpression: "title = :t and #y = :y",
FilterExpression: "info.#r = :r",
};
console.log("Querying table...");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QueryCommand(params)
);
// Loop through and parse the response.
for (let i = 0; i < data.Items.length; i++) {
console.log(
"Query successful. Items with rank of " +
newMovieRank +
" include\n" +
"Year = " +
data.Items[i].year +
" Title = " +
data.Items[i].title
);
}
try {
console.log("Deleting a movie...");
const para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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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tableName,
Key: {
title: existingMovieName,
year: existingMovieYear,
},

};
await ddbDocClient.send(
new Delete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 item deleted");
try {
console.log("Deleting the table...");
const params = {
TableName: tableName,
};
await ddbDocClient.send(
new DeleteTable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table dele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log("Error deleting table.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deleting movie.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querying table.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scanning table.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deleting movie.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getting item.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adding movies by batch.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updating item.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adding a single item.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creating table. ", err);
}
};
run(
tableName,
newMovieName,
newMovieYear,
existingMovieName,
existingMovieYear,
newMovieRank,
newMoviePlot
);

• API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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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Table
•
•
•
•
•

DeleteItem
DeleteTable
DescribeTable
GetItem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suspend fun createScenarioTable(tableNameVal: String, key: String) {
val attDef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key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N
}
val attDef1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title"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S
}
val keySchemaVal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key
keyType = KeyType.Hash
}
val keySchemaVal1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KeyType.Range
}
val provisionedVal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val request = CreateTableRequest {
attributeDefinitions = listOf(attDef, attDef1)
keySchema = listOf(keySchemaVal, keySchemaVal1)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Val
tableName = tableNameVal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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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waitUntilTableExists { // suspend call
tableName = tableNameVal
}
println("The table was successfully created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Arn}")
}

}

헬퍼 함수를 생성하여 샘플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추출합니다.
// Load data into the table.
suspend fun loadData(tableName: String, fileName: String) {
val
val
val
var

parser = JsonFactory().createParser(File(fileName))
rootNode = ObjectMapper().readTree<JsonNode>(parser)
iter: Iterator<JsonNode> = rootNode.iterator()
currentNode: ObjectNode

var t = 0
while (iter.hasNext()) {
if (t == 50)
break

}

}

currentNode = iter.next() as ObjectNode
val year = currentNode.path("year").asInt()
val title = currentNode.path("title").asText()
val info = currentNode.path("info").toString()
putMovie(tableName, year, title, info)
t++

suspend fun putMovie(
tableNameVal: String,
year: Int,
title: String,
info: String
) {
val item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val strVal = year.toString()
// Add all content to the table.
itemValues["year"] = AttributeValue.N(strVal)
itemValues["title"] = AttributeValue.S(title)
itemValues["info"] = AttributeValue.S(info)
val request =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item = itemValues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putItem(request)
println("Added $title to the Movie table.")
}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suspend fun getMovie(tableNameVal: String, keyName: String, keyVal: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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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keyToGet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keyToGet[keyName] = AttributeValue.N(keyVal)
keyToGet["title"] = AttributeValue.S("King Kong")
val request = GetItemRequest {
key = keyToGet
tableName = tableNameVal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turnedItem = ddb.getItem(request)
val numbersMap = returnedItem.item
numbersMap?.forEach { key1 ->
println(key1.key)
println(key1.value)
}
}

전체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suspend fun main(args: Array<String>) {
val usage = """
Usage:
<fileName>
Where:
fileName - The path to the moviedata.json you can download from the
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
"""
if (args.size != 1) {
println(usage)
exitProcess(1)
}
// Get the moviedata.json from the 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
val tableName = "Movies"
val fileName = args[0]
val partitionAlias = "#a"
println("Creating an Amazon DynamoDB table named Movies with a key named id and
a sort key named title.")
createScenarioTable(tableName, "year")
loadData(tableName, fileName)
getMovie(tableName, "year", "1933")
scanMovies(tableName)
val count = queryMovieTable(tableName, "year", partitionAlias)
println("There are $count Movies released in 2013.")
deletIssuesTable(tableName)

}

suspend fun createScenarioTable(tableNameVal: String, key: String) {
val attDef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key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N
}
val attDef1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title"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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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keySchemaVal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key
keyType = KeyType.Hash
}
val keySchemaVal1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KeyType.Range
}
val provisionedVal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val request = CreateTableRequest {
attributeDefinitions = listOf(attDef, attDef1)
keySchema = listOf(keySchemaVal, keySchemaVal1)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Val
tableName = tableNameVal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db.waitUntilTableExists { // suspend call
tableName = tableNameVal
}
println("The table was successfully created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Arn}")
}

}

// Load data into the table.
suspend fun loadData(tableName: String, fileName: String) {
val
val
val
var

parser = JsonFactory().createParser(File(fileName))
rootNode = ObjectMapper().readTree<JsonNode>(parser)
iter: Iterator<JsonNode> = rootNode.iterator()
currentNode: ObjectNode

var t = 0
while (iter.hasNext()) {
if (t == 50)
break

}

}

currentNode = iter.next() as ObjectNode
val year = currentNode.path("year").asInt()
val title = currentNode.path("title").asText()
val info = currentNode.path("info").toString()
putMovie(tableName, year, title, info)
t++

suspend fun putMovie(
tableNameVal: String,
year: Int,
title: String,
info: String
) {
val item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val strVal = year.toString()
// Add all content to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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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Values["year"] = AttributeValue.N(strVal)
itemValues["title"] = AttributeValue.S(title)
itemValues["info"] = AttributeValue.S(info)
val request = PutItem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item = itemValues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putItem(request)
println("Added $title to the Movie table.")
}

suspend fun getMovie(tableNameVal: String, keyName: String, keyVal: String) {
val keyToGet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keyToGet[keyName] = AttributeValue.N(keyVal)
keyToGet["title"] = AttributeValue.S("King Kong")
val request = GetItemRequest {
key = keyToGet
tableName = tableNameVal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turnedItem = ddb.getItem(request)
val numbersMap = returnedItem.item
numbersMap?.forEach { key1 ->
println(key1.key)
println(key1.value)
}
}

suspend fun deletIssuesTable(tableNameVal: String) {
val request =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deleteTable(request)
println("$tableNameVal was deleted")
}

suspend fun queryMovieTable(
tableNameVal: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Alias: String
): Int {
val attrNameAlias = mutableMapOf<String, String>()
attrNameAlias[partitionAlias] = "year"
// Set up mapping of the partition name with the value.
val attrValues = mutableMapOf<String, AttributeValue>()
attrValues[":$partitionKeyName"] = AttributeValue.N("2013")
val request = Query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keyConditionExpression = "$partitionAlias = :$partitionKeyName"
expressionAttributeNames = attrNameAlias
this.expressionAttributeValues = attr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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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query(request)
return response.count
}

}

suspend fun scanMovies(tableNameVal: String) {
val request = Scan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val response = ddb.scan(request)
response.items?.forEach { item ->
item.keys.forEach { key ->
println("The key name is $key\n")
println("The value is ${item[key]}")
}
}
}

}

• API 세부 정보는 Kotlin용 AWS SDK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 CreateTable
• DeleteItem
• DeleteTable
• Describ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namespace DynamoDb\Basics;
use
use
use
use

Aws\DynamoDb\Marshaler;
DynamoDb;
DynamoDb\DynamoDBAttribute;
DynamoDb\DynamoDBService;

class GettingStartedWithDynamoDB
{
public function run()
{
e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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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getting started demo using PHP!\n");
echo("--------------------------------------\n");
$uuid = uniqid();
$service = new DynamoDBService();
$tableName = "ddb_demo_table_$uuid";
$service->createTable(
$tableName,
[
new DynamoDBAttribute('year', 'N', 'HASH'),
new DynamoDBAttribute('title', 'S', 'RANGE')
]
);
echo "Waiting for table...";
$service->dynamoDbClient->waitUntil("TableExists", ['TableName' =>
$tableName]);
echo "table $tableName found!\n";
echo "What's the name of the last movie you watched?\n";
while (empty($movieName)) {
$movieName = testable_readline("Movie name: ");
}
echo "And what year was it released?\n";
$movieYear = "year";
while (!is_numeric($movieYear) || intval($movieYear) != $movieYear) {
$movieYear = testable_readline("Year released: ");
}
$service->putItem([
'Item' => [
'year' => [
'N' => "$movieYear",
],
'title' => [
'S' => $movieName,
],
],
'TableName' => $tableName,
]);
echo "How would you rate the movie from 1-10?\n";
$rating = 0;
while (!is_numeric($rating) || intval($rating) != $rating || $rating < 1 ||
$rating > 10) {
$rating = testable_readline("Rating (1-10): ");
}
echo "What was the movie about?\n";
while (empty($plot)) {
$plot = testable_readline("Plot summary: ");
}
$key = [
'Item' => [
'title' => [
'S' => $movieName,
],
'year' => [
'N' => $movieYear,
],
]
];
$attributes = ["rating" =>
[
'AttributeName' => 'rating',
'AttributeType'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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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 $rating,
],
'plot' => [
'AttributeName' => 'plot',
'AttributeType' => 'S',
'Value' => $plot,
]

];
$service->updateItemAttributesByKey($tableName, $key, $attributes);
echo "Movie added and updated.";
$batch = json_decode(loadMovieData());
$limit = 0;
$service->writeBatch($tableName, $batch);
$movie = $service->getItemByKey($tableName, $key);
echo "\nThe movie {$movie['Item']['title']['S']} was released in
{$movie['Item']['year']['N']}.\n";
echo "What rating would you like to give {$movie['Item']['title']['S']}?
\n";
$rating = 0;
while (!is_numeric($rating) || intval($rating) != $rating || $rating < 1 ||
$rating > 10) {
$rating = testable_readline("Rating (1-10): ");
}
$service->updateItemAttributeByKey($tableName, $key, 'rating', 'N',
$rating);
$movie = $service->getItemByKey($tableName, $key);
echo "Ok, you have rated {$movie['Item']['title']['S']} as a
{$movie['Item']['rating']['N']}\n";
$service->deleteItemByKey($tableName, $key);
echo "But, bad news, this was a trap. That movie has now been deleted
because of your rating...harsh.\n";
echo "That's okay though. The book was better. Now, for something lighter,
in what year were you born?\n";
$birthYear = "not a number";
while (!is_numeric($birthYear) || $birthYear >= date("Y")) {
$birthYear = testable_readline("Birth year: ");
}
$birthKey = [
'Key' => [
'year' => [
'N' => "$birthYear",
],
],
];
$result = $service->query($tableName, $birthKey);
$marshal = new Marshaler();
echo "Here are the movies in our collection released the year you were
born:\n";
$oops = "Oops! There were no movies released in that year (that we know
of).\n";
$display = "";
foreach ($result['Items'] as $movie) {
$movie = $marshal->unmarshalItem($movie);
$display .= $movie['title'] . "\n";
}
echo ($display) ?: $oops;
$yearsKey = [
'Ke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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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
'N' => [
'minRange' => 1990,
'maxRange' => 1999,
],
],

],
];
$filter = "year between 1990 and 1999";
echo "\nHere's a list of all the movies released in the 90s:\n";
$result = $service->scan($tableName, $yearsKey, $filter);
foreach ($result['Items'] as $movie) {
$movie = $marshal->unmarshalItem($movie);
echo $movie['title'] . "\n";
}

}

}

echo "\nCleaning up this demo by deleting table $tableName...\n";
$service->deleteTable($tableName);

• API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 CreateTable
• DeleteItem
• DeleteTable
• Describ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을 캡슐화하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from decimal import Decimal
from io import BytesIO
import json
import logging
import os
from pprint import pprint
import requests
from zipfile import ZipFile
import boto3
from boto3.dynamodb.conditions import Key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from question import Question
logger = logging.getLogger(__name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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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Movies: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self.table = None
def exists(self, table_name):
"""
Determines whether a table exists. As a side effect, stores the table in
a member variable.
:param table_name: The name of the table to check.
:return: True when the table exists; otherwise, False.
"""
try:
table = self.dyn_resource.Table(table_name)
table.load()
exists = True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ResourceNotFoundException':
exists = False
else:
logger.error(
"Couldn't check for existence of %s. Here's why: %s: %s",
table_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else:
self.table = table
return exists
def create_table(self, table_name):
"""
Cre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that can be used to store movie data.
The table uses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as the partition key and the
title as the sort key.
:param table_name: 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
:return: The newly created table.
"""
try:
self.table = self.dyn_resource.create_table(
TableName=table_name,
KeySchema=[
{'AttributeName': 'year', 'KeyType': 'HASH'}, # Partition key
{'AttributeName': 'title', 'KeyType': 'RANGE'} # Sort key
],
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 'year', 'AttributeType': 'N'},
{'AttributeName': 'title', 'AttributeType': 'S'}
],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 10,
'WriteCapacityUnits': 10})
self.table.wait_until_exists()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create table %s. Here's why: %s: %s", table_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self.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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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list_tables(self):
"""
Lists the Amazon DynamoDB tables for the current account.
:return: The list of tables.
"""
try:
tables = []
for table in self.dyn_resource.tables.all():
print(table.name)
tables.append(tabl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list tables.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tables
def write_batch(self, movies):
"""
Fills an Amazon DynamoDB table with the specified data, using the Boto3
Table.batch_writer() function to put the items in the table.
Inside the context manager, Table.batch_writer builds a list of
requests. On exiting the context manager, Table.batch_writer starts sending
batches of write requests to Amazon DynamoDB and automatically
handles chunking, buffering, and retrying.
least

:param movies: The data to put in the table. Each item must contain at

"""
try:

the keys required by the schema that was specified when the
table was created.

with self.table.batch_writer() as writer:
for movie in movies:
writer.put_item(Item=movi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load data into table %s. Here's why: %s: %s",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def add_movie(self, title, year, plot, rating):
"""
Adds a movie to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param plot: The plot summary of the movie.
:param rating: The quality rating of the movie.
"""
try:
self.table.put_item(
Item={
'year': year,
'title': title,
'info': {'plot': plot, 'rating': Decimal(str(rating))}})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add movie %s to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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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get_movie(self, title, year):
"""
Gets movie data from the table for a specific movi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return: The data about the requested movie.
"""
try:
response = self.table.get_item(Key={'year': year, 'title': titl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get movie %s from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Item']
def update_movie(self, title, year, rating, plot):
"""
Updates rating and plot data for a movie in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param rating: The updated rating to the give the movie.
:param plot: The updated plot summary to give the movie.
:return: The fields that were updated, with their new values.
"""
try:
response = self.table.update_item(
Key={'year': year, 'title': title},
UpdateExpression="set info.rating=:r, info.plot=:p",
ExpressionAttributeValues={
':r': Decimal(str(rating)), ':p': plot},
ReturnValues="UPDATED_NEW")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update movie %s in table %s. Here's why: %s: %s",
title, self.table.nam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Attributes']
def query_movies(self, year):
"""
Querie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param year: The year to query.
:return: The list of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try:
response =
self.table.query(KeyConditionExpression=Key('year').eq(year))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s. Here's why: %s: %s",
year,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else:
return response['Items']
def scan_movies(self, year_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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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Uses a projection expression to return a subset of data for each movie.
:param year_range: The range of years to retrieve.
:return: The list of movies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s.
"""
movies = []
scan_kwargs = {
'FilterExpression': Key('year').between(year_range['first'],
year_range['second']),
'ProjectionExpression': "#yr, title, info.rating",
'ExpressionAttributeNames': {"#yr": "year"}}
try:
done = False
start_key = None
while not done:
if start_key:
scan_kwargs['ExclusiveStartKey'] = start_key
response = self.table.scan(**scan_kwargs)
movies.extend(response.get('Items', []))
start_key = response.get('LastEvaluatedKey', None)
done = start_key is Non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scan for movies.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return movies
def delete_movie(self, title, year):
"""
Deletes a movie from the table.
:param title: 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
:param yea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delete.
"""
try:
self.table.delete_item(Key={'year': year, 'title': titl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delete movie %s. Here's why: %s: %s", titl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def delete_table(self):
"""
Deletes the table.
"""
try:
self.table.delete()
self.table = None
except ClientError as err:
logger.error(
"Couldn't delete table. Here's why: %s: %s",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Message'])
raise

헬퍼 함수를 생성하여 샘플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추출합니다.
def get_sample_movie_data(movie_file_name):
"""
Gets sample movie data, either from a local file or by first downloading i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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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
:param movie_file_name: The local file name where the movie data is stored in
JSON format.
:return: The movie data as a dict.
"""
if not os.path.isfile(movie_file_name):
print(f"Downloading {movie_file_name}...")
movie_content = requests.get(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
samples/moviedata.zip')
movie_zip = ZipFile(BytesIO(movie_content.content))
movie_zip.extractall()
try:

with open(movie_file_name) as movie_file:
movie_data = json.load(movie_file, parse_float=Decimal)
except FileNotFoundError:
print(f"File {movie_file_name} not found. You must first download the file
to "
"run this demo. See the README for instructions.")
raise
else:
# The sample file lists over 4000 movies, return only the first 250.
return movie_data[:250]

대화식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def run_scenario(table_name, movie_file_name, dyn_resource):
logging.basicConfig(level=logging.INFO, format='%(levelname)s: %(message)s')
print('-'*88)
print("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getting started demo.")
print('-'*88)
movies = Movies(dyn_resource)
movies_exists = movies.exists(table_name)
if not movies_exists:
print(f"\nCreating table {table_name}...")
movies.create_table(table_name)
print(f"\nCreated table {movies.table.name}.")
my_movie = Question.ask_questions([
Question('title', "Enter the title of a movie you want to add to the table:

"),

Question('year', "What year was it released? ", Question.is_int),
Question(
'rating', "On a scale of 1 - 10, how do you rate it? ",
Question.is_float, Question.in_range(1, 10)),
Question('plot', "Summarize the plot for me: ")

])
movies.add_movie(**my_movie)
print(f"\nAdded '{my_movie['title']}' to '{movies.table.name}'.")
print('-'*88)

movie_update = Question.ask_questions([
Question(
'rating',
f"\nLet's update your movie.\nYou rated it {my_movie['rating']}, what
new "
f"rating would you give it? ", Question.is_float, Question.in_range(1,
10)),
Question(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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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ou summarized the plot as '{my_movie['plot']}'.\nWhat would you say
now? ")])
my_movie.update(movie_update)
updated = movies.update_movie(**my_movie)
print(f"\nUpdated '{my_movie['title']}' with new attributes:")
pprint(updated)
print('-'*88)
if not movies_exists:
movie_data = get_sample_movie_data(movie_file_name)
print(f"\nReading data from '{movie_file_name}' into your table.")
movies.write_batch(movie_data)
print(f"\nWrote {len(movie_data)} movies into {movies.table.name}.")
print('-'*88)
title = "The Lord of the Rings: The Fellowship of the Ring"
if Question.ask_question(
f"Let's move on...do you want to get info about '{title}'? (y/n) ",
Question.is_yesno):
movie = movies.get_movie(title, 2001)
print("\nHere's what I found:")
pprint(movie)
print('-'*88)
ask_for_year = True
while ask_for_year:
release_year = Question.ask_question(
f"\nLet's get a list of movies released in a given year. Enter a year
between "
f"1972 and 2018: ", Question.is_int, Question.in_range(1972, 2018))
releases = movies.query_movies(release_year)
if releases:
print(f"There were {len(releases)} movies released in {release_year}:")
for release in releases:
print(f"\t{release['title']}")
ask_for_year = False
else:
print(f"I don't know about any movies released in {release_year}!")
ask_for_year = Question.ask_question("Try another year? (y/n) ",
Question.is_yesno)
print('-'*88)
years = Question.ask_questions([
Question(
'first',
f"\nNow let's scan for movies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Enter a
year: ",
Question.is_int, Question.in_range(1972, 2018)),
Question(
'second', "Now enter another year: ",
Question.is_int, Question.in_range(1972, 2018))])
releases = movies.scan_movies(years)
if releases:
count = Question.ask_question(
f"\nFound {len(releases)} movies. How many do you want to see? ",
Question.is_int, Question.in_range(1, len(releases)))
print(f"\nHere are your {count} movies:\n")
pprint(releases[:count])
else:
print(f"I don't know about any movies released between {years['first']} "
f"and {years['second']}.")
print('-'*88)
if Question.ask_question(
f"\nLet's remove your movie from the table. Do you want to remove "
f"'{my_movie['title']}'? (y/n)", Question.is_yes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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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s.delete_movie(my_movie['title'], my_movie['year'])
print(f"\nRemoved '{my_movie['title']}' from the table.")
print('-'*88)

"

if Question.ask_question(f"\nDelete the table? (y/n) ", Question.is_yesno):
movies.delete_table()
print(f"Deleted {table_name}.")
else:
print("Don't forget to delete the table when you're done or you might incur
"charges on your account.")
print("\nThanks for watching!")
print('-'*88)

if __name__ == '__main__':
try:
run_scenario(
'doc-example-table-movies', 'moviedata.json',
boto3.resource('dynamodb'))
except Exception as e:
print(f"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demo! Here's what: {e}")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 헬퍼 클래스를 사용하여 명령 프롬프트에서 질문을 합니다.
class Question:
"""
A helper class to ask questions at a command prompt and validate and convert
the answers.
"""
def __init__(self, key, question, *validators):
"""
:param key: The key that is used for storing the answer in a dict, when
multiple questions are asked in a set.
:param question: The question to ask.
:param validators: The answer is passed through the list of validators
until
one fails or they all pass. Validators may also convert
the
answer to another form, such as from a str to an int.
"""
self.key = key
self.question = question
self.validators = Question.non_empty, *validators
@staticmethod
def ask_questions(questions):
"""
Asks a set of questions and stores the answers in a dict.
:param questions: The list of questions to ask.
:return: A dict of answers.
"""
answers = {}
for question in questions:
answers[question.key] = Question.ask_question(
question.question, *question.validators)
return answers
@staticmethod
def ask_question(question, *validators):
"""
Asks a single question and validates it against a list of valid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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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n answer fails validation, the complaint is printed and the question
is asked again.
:param question: The question to ask.
:param validators: The list of validators that the answer must pass.
:return: The answer, converted to its final form by the validators.
"""
answer = None
while answer is None:
answer = input(question)
for validator in validators:
answer, complaint = validator(answer)
if answer is None:
print(complaint)
break
return answer
@staticmethod
def non_empty(answer):
"""
Validates that the answer is not empty.
:return: The non-empty answer, or None.
"""
return answer if answer != '' else None, "I need an answer. Please?"
@staticmethod
def is_yesno(answer):
"""
Validates a yes/no answer.
:return: True when the answer is 'y'; otherwise, False.
"""
return answer.lower() == 'y', ""
@staticmethod
def is_int(answer):
"""
Validates that the answer can be converted to an int.
:return: The int answer; otherwise, None.
"""
try:
int_answer = int(answer)
except ValueError:
int_answer = None
return int_answer, f"{answer} must be a valid integer."
@staticmethod
def is_letter(answer):
"""
Validates that the answer is a letter.
:return The letter answer, converted to uppercase; otherwise, None.
"""
return answer.upper() if answer.isalpha() else None, f"{answer} must be a
single letter."
@staticmethod
def is_float(answer):
"""
Validate that the answer can be converted to a float.
:return The float answer; otherwise, None.
"""
try:
float_answer = float(answer)
except ValueError:
float_answer = None
return float_answer, f"{answer} must be a valid fl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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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method
def in_range(lower, upper):
"""
Validate that the answer is within a range. The answer must be of a type
that can
be compared to the lower and upper bounds.
:return: The answer, if it is within the range; otherwise, None.
"""
def _validate(answer):
return (
answer if lower <= answer <= upper else None,
f"{answer} must be between {lower} and {upper}.")
return _validate

• API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 CreateTable
• DeleteItem
• DeleteTable
• Describ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Ruby
Ruby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을 캡슐화하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require "aws-sdk-dynamodb"
require "json"
require "open-uri"
require "pp"
require "zip"
require_relative "question"
# Encapsul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of movie data.
class Movies
attr_reader :dynamo_resource
attr_reader :table
def initialize(dynamo_resource)
@dynamo_resource = dynamo_resource
end
# Determines whether a table exists. As a side effect, stores the table in
# a member variable.
#
# @param table_name [String] The name of the table to check.
# @return [Boolean] True when the table exists; otherwise, False.
def exists?(tabl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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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Aws::DynamoDB::Table.new(table_name)
table.load
@table = table
rescue Aws::DynamoDB::Errors::ResourceNotFoundException
puts("Table #{table_name} doesn't exist. Let's create it.")
fals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check for existence of #{table_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table.nil?
end
# Creates an Amazon DynamoDB table that can be used to store movie data.
# The table uses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as the partition key and the
# title as the sort key.
#
# @param table_name [String] The name of the table to create.
# @return [Aws::DynamoDB::Table] The newly created table.
def create_table(table_name)
@table = @dynamo_resource.create_table(
table_name: table_name,
key_schema: [
{attribute_name: "year", key_type: "HASH"}, # Partition key
{attribute_name: "title", key_type: "RANGE"} # Sort key
],
attribute_definitions: [
{attribute_name: "year", attribute_type: "N"},
{attribute_name: "title", attribute_type: "S"}
],
provisioned_throughput: {read_capacity_units: 10, write_capacity_units: 10})
@dynamo_resource.client.wait_until(:table_exists, table_name: table_nam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create table #{table_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table
end
# Fills an Amazon DynamoDB table with the specified data. Items are sent in
# batches of 25 until all items are written.
#
# @param movies [Enumerable] The data to put in the table. Each item must contain
at least
#
the keys required by the schema that was specified
when the
#
table was created.
def write_batch(movies)
index = 0
slice_size = 25
while index < movies.length
movie_items = []
movies[index, slice_size].each do |movie|
movie_items.append({put_request: { item: movie }})
end
@dynamo_resource.batch_write_item({request_items: { @table.name =>
movie_items }})
index += slice_size
end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
"Couldn't load data into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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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dds a movie to the tabl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 @param plot [String] The plot summary of the movie.
# @param rating [Float] The quality rating of the movie.
def add_movie(title:, year:, plot:, rating:)
@table.put_item(
item: {
"year" => year,
"title" => title,
"info" => {"plot" => plot, "rating" => rating}})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add movie #{title} to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 Gets movie data from the table for a specific movi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 @return [Hash] The data about the requested movie.
def get_movie(title, year)
response = @table.get_item(key: {"year" => year, "title" => titl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get movie #{title} from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response.item
end
# Updates rating and plot data for a movie in the tabl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to update.
# @param year [Int]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update.
# @param rating [Float] The updated rating to give the movie.
# @param plot [String] The updated plot summary to give the movie.
# @return [Hash] The fields that were updated, with their new values.
def update_movie(title:, year:, rating:, plot:)
response = @table.update_item(
key: {"year" => year, "title" => title},
update_expression: "set info.rating=:r, info.plot=:p",
expression_attribute_values: { ":r" => rating, ":p" => plot },
return_values: "UPDATED_NEW")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update movie #{title} in table #{@table.nam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response.attributes
end
# Querie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
# @param year [Integer] The year to query.
# @return [Array] The list of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
def query_movies(year)
response = @table.query(
key_condition_expression: "#yr = :year",
expression_attribute_names: {"#yr" => "year"},
expression_attribute_values: {":year" => year})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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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s("Couldn't query for movies released in #{year}.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response.items
end
# Scans for movies that were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 Uses a projection expression to return a subset of data for each movie.
#
# @param year_range [Hash] The range of years to retrieve.
# @return [Array] The list of movies released in the specified years.
def scan_movies(year_range)
movies = []
scan_hash = {
filter_expression: "#yr between :start_yr and :end_yr",
projection_expression: "#yr, title, info.rating",
expression_attribute_names: {"#yr" => "year"},
expression_attribute_values: {
":start_yr" => year_range[:start], ":end_yr" => year_range[:end]}
}
done = false
start_key = nil
until done
scan_hash[:exclusive_start_key] = start_key unless start_key.nil?
response = @table.scan(scan_hash)
movies.concat(response.items) unless response.items.nil?
start_key = response.last_evaluated_key
done = start_key.nil?
end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scan for movies.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lse
movies
end
# Deletes a movie from the table.
#
# @param title [String] 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
# @param year [Integer] The release year of the movie to delete.
def delete_movie(title, year)
@table.delete_item(key: {"year" => year, "title" => title})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delete movie #{titl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 Deletes the table.
def delete_table
@table.delete
@table = nil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 e
puts("Couldn't delete table. Here's why:")
puts("\t#{e.code}: #{e.message}")
raise
end
end

헬퍼 함수를 생성하여 샘플 JSON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추출합니다.
# Gets sample movie data, either from a local file or by first downloading i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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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
#
# @param movie_file_name [String] The local file name where the movie data is
stored in JSON format.
# @return [Hash] The movie data as a Hash.
def get_sample_movie_data(movie_file_name)
if !File.file?(movie_file_name)
puts("Downloading #{movie_file_name}...")
movie_content = URI.open(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samples/
moviedata.zip"
)
movie_json = ""
Zip::File.open_buffer(movie_content) do |zip|
zip.each do |entry|
movie_json = entry.get_input_stream.read
end
end
else
movie_json = File.read(movie_file_name)
end
movie_data = JSON.parse(movie_json)
# The sample file lists over 4000 movies. This returns only the first 250.
movie_data.slice(0, 250)
rescue Errno::ENOENT
puts("File #{movie_file_name} not found. Before you can run this demo, you must
"\
"download the file. For instructions, see the README.")
raise
end

대화식 시나리오를 실행하여 테이블을 생성하고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
#
#
#

Runs the DynamoDB getting started demo.

@param movies [Movies] A wrapper class initialized with a DynamoDB resource.
@param table_name [String] The name to give the movie table.
@param movie_file_name [String] The name of a file that contains movie data in
JSON
#
format. This data is loaded into the movie table
#
as part of the demo.
def run_scenario(movies, table_name, movie_file_name)
puts("-" * 88)
puts("Welcome to the DynamoDB getting started demo.")
puts("-" * 88)
movies_exists = movies.exists?(table_name)
unless movies_exists
puts("\nCreating table #{table_name}...")
movies.create_table(table_name)
puts("\nCreated table #{movies.table.name}.")
end
my_movie = {}
my_movie[:title] = Question.ask("Enter the title of a movie to add to the table:
")
my_movie[:year] = Question.ask("What year was it released? ", method(:is_int))
my_movie[:rating] = Question.ask(
"On a scale of 1 - 10, how do you rate it? ", method(:is_float), in_range(1,
10)
)
my_movie[:plot] = Question.ask("Summarize the plot for me: ")
movies.add_movie(**my_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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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s("\nAdded '#{my_movie[:title]}' to '#{movies.table.name}'.")
puts("-" * 88)
puts("Let's update your movie. You rated it #{my_movie[:rating]}.")
my_movie[:rating] = Question.ask("What new rating would you give it? ",
method(:is_float), in_range(1, 10))
puts("You summarized the plot as '#{my_movie[:plot]}'.")
my_movie[:plot] = Question.ask("What would you say now? ")
updated = movies.update_movie(**my_movie)
puts("Updated '#{my_movie[:title]}' with new attributes:")
pp(updated)
puts("-" * 88)
unless movies_exists
movie_data = get_sample_movie_data(movie_file_name)
puts("Reading data from '#{movie_file_name}' into your table.")
movies.write_batch(movie_data)
puts("Wrote #{movie_data.length} movies into #{movies.table.name}.")
puts("-" * 88)
end
title = "The Lord of the Rings: The Fellowship of the Ring"
if Question.ask("Let's move on. Do you want to get info about '#{title}'? (y/n)
",
method(:is_yesno))
movie = movies.get_movie(title, 2001)
puts("\nHere's what I found:")
pp(movie)
puts("-" * 88)
end
ask_for_year = true
puts("Let's get a list of movies released in a given year.")
while ask_for_year
release_year = Question.ask(
"Enter a year between 1972 and 2018: ", method(:is_int), in_range(1972,
2018))
releases = movies.query_movies(release_year)
if !releases.empty?
puts("There were #{releases.length} movies released in #{release_year}:")
releases.each do |release|
puts("\t#{release["title"]}")
ask_for_year = false
end
else
puts("I don't know about any movies released in #{release_year}!")
ask_for_year = Question.ask("Try another year? (y/n) ", method(:is_yesno))
puts("-" * 88)
end
end
years = {}
years[:start] = Question.ask(
"Let's scan for movies released in a range of years. Enter a year: ",
method(:is_int), in_range(1972, 2018))
years[:end] = Question.ask(
"Now enter another year: ", method(:is_int), in_range(1972, 2018))
releases = movies.scan_movies(years)
if !releases.empty?
puts("Found #{releases.length} movies.")
count = Question.ask(
"How many do you want to see? ", method(:is_int), in_range(1,
releases.length))
puts("Here are your #{count} movies:")
releases.take(count).each do |release|
puts("\t#{release["title"]}")

API 버전 2012-08-10
998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테이블, 항목 및 쿼리 사용 시작
end
else
puts("I don't know about any movies released between #{years[:start]} "\
"and #{years[:end]}.")
puts("-" * 88)
end
puts("Let's remove your movie from the table.")
if Question.ask(
"Do you want to remove '#{my_movie[:title]}'? (y/n) ", method(:is_yesno))
movies.delete_movie(my_movie[:title], my_movie[:year])
puts("Removed '#{my_movie[:title]}' from the table.")
puts("-" * 88)
end
if Question.ask("Delete the table? (y/n) ", method(:is_yesno))
movies.delete_table
puts("Deleted #{table_name}.")
else
puts("Don't forget to delete the table when you're done or you might incur "\
"charges on your account.")
end
puts("\nThanks for watching!")
puts("-" * 88)
rescue Aws::Errors::ServiceError
puts("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demo.")
rescue Errno::ENOENT
true
end
run_scenario(
Movies.new(Aws::DynamoDB::Resource.new),
"doc-example-table-movies", "moviedata.json",
) if $PROGRAM_NAME == __FILE__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 헬퍼 클래스를 사용하여 명령 프롬프트에서 질문을 합니다.
# Asks a single question and validates it against a list of validators.
# When an answer fails validation, the complaint is printed and the question
# is asked again.
#
# @param question [String] The question to ask.
# @param validators [Array] The list of validators that the answer must pass.
# @return The answer, converted to its final form by the validators.
class Question
def self.ask(question, *validators)
answer = nil
while answer.nil?
puts(question)
answer = gets.chomp
validators.unshift(method(:non_empty)) unless validators[0] ==
method(:non_empty)
validators.each do |validator|
answer, complaint = validator.call(answer)
if answer.nil?
puts(complaint)
break
end
end
end
answer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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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es that the answer is not empty.
# @return [Array] The non-empty answer, or nil.
def non_empty(answer)
answer = nil unless answer != ""
[answer, "I need an answer. Please?"]
end
# Validates a yes/no answer.
# @return [Array] True when the answer is 'y'; otherwise, False.
def is_yesno(answer)
[answer.downcase == "y", ""]
end
# Validates that the answer can be converted to an int.
# @return [Array] The int answer; otherwise, nil.
def is_int(answer)
int_answer = answer.to_i
if int_answer == 0
int_answer = nil
end
[int_answer, "#{answer} must be a valid integer."]
end
# Validates that the answer can be converted to a float.
# :return [Array] The float answer; otherwise, None.
def is_float(answer)
float_answer = answer.to_f
if float_answer == 0.0
float_answer = nil
end
[float_answer, "#{answer} must be a valid float."]
end
# Validates that the answer is within a range. The answer must be of a type that
can
# be compared to the lower and upper bounds.
# @return [Proc] A Proc that can be called to determine whether the answer is
within
#
the expected range.
def in_range(lower, upper)
Proc.new { |answer|
answer.between?(lower, upper) ? range_answer = answer : range_answer = nil
[range_answer, "#{answer} must be between #{lower} and #{upper}."]
}
end

• API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Ruby API 참조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BatchWriteItem
• CreateTable
• DeleteItem
• DeleteTable
• DescribeTable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Update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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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artiQL 문 배치 및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다음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여러 SELECT 문을 실행하여 항목 배치를 가져옵니다.
• 여러 INSERT 문을 실행하여 항목 배치를 추가합니다.
• 여러 UPDATE 문을 실행하여 항목 배치를 업데이트합니다.
• 여러 DELETE 문을 실행하여 항목 배치를 삭제합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 Before you run this example, download 'movies.json' from
//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
GettingStarted.Js.02.html,
// and put it in the same folder as the example.
// Separator
var SepBar =
const string
const string

for the console display.
new string('-', 80);
tableName = "movie_table";
movieFileName = "moviedata.json";

DisplayInstructions();
// Create the table and wait for it to be active.
Console.WriteLine($"Creating the movie table: {tableName}");
var success = await DynamoDBMethods.CreateMovieTableAsync(tableName);
if (success)
{
Console.WriteLine($"Successfully created table: {tableName}.");
}
WaitForEnter();
// Add movie information to the table from moviedata.json. See the
// instructions at the top of this file to download the JSON file.
Console.WriteLine($"Inserting movies into the new table. Please wait...");
success = await PartiQLBatchMethods.InsertMovies(tableName, movieFileName);
if (success)
{
Console.WriteLine("Movies successfully added to the table.");
}
else
{
Console.WriteLine("Movies could not be added to the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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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ForEnter();
// Update multiple movies by using the BatchExecute statement.
var title1 = "Star Wars";
var year1 = 1977;
var title2 = "Wizard of Oz";
var year2 = 1939;
Console.WriteLine($"Updating two movies with producer information: {title1} and
{title2}.");
success = await PartiQLBatchMethods.GetBatch(tableName, title1, title2, year1,
year2);
if (success)
{
Console.WriteLine($"Successfully retrieved {title1} and {title2}.");
}
else
{
Console.WriteLine("Select statement failed.");
}
WaitForEnter();
// Update multiple movies by using the BatchExecute statement.
var producer1 = "LucasFilm";
var producer2 = "MGM";
Console.WriteLine($"Updating two movies with producer information: {title1} and
{title2}.");
success = await PartiQLBatchMethods.UpdateBatch(tableName, producer1, title1,
year1, producer2, title2, year2);
if (success)
{
Console.WriteLine($"Successfully updated {title1} and {title2}.");
}
else
{
Console.WriteLine("Update failed.");
}
WaitForEnter();
// Delete multiple movies by using the BatchExecute statement.
Console.WriteLine($"Now we will delete {title1} and {title2} from the table.");
success = await PartiQLBatchMethods.DeleteBatch(tableName, title1, year1, title2,
year2);
if (success)
{
Console.WriteLine($"Deleted {title1} and {title2}");
}
else
{
Console.WriteLine($"could not delete {title1} or {title2}");
}
WaitForEnter();
// DNow that the PartiQL Batch scenario is complete, delete the movie table.
success = await DynamoDBMethods.DeleteTableAsync(tableName);
if (success)
{
Console.WriteLine($"Successfully deleted {tableName}");
}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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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ole.WriteLine($"Could not delete {tableName}");

/// <summary>
/// Displays the description of the application on the console.
/// </summary>
void DisplayInstructions()
{
Console.Clear();
Console.WriteLine();
Console.Write(new string(' ', 24));
Console.WriteLine("DynamoDB PartiQL Basics Example");
Console.WriteLine(SepBar);
Console.WriteLine("This demo application shows the basics of using Amazon
DynamoDB with the AWS SDK for");
Console.WriteLine(".NET version 3.7 and .NET 6.");
Console.WriteLine(SepBar);
Console.WriteLine("Creates a table by using the CreateTable method.");
Console.WriteLine("Gets multiple movies by using a PartiQL SELECT statement.");
Console.WriteLine("Updates multiple movies by using the ExecuteBatch method.");
Console.WriteLine("Deletes multiple movies by using a PartiQL DELETE
statement.");
Console.WriteLine("Cleans up the resources created for the demo by deleting the
table.");
Console.WriteLine(SepBar);
}

WaitForEnter();

/// <summary>
/// Simple method to wait for the <Enter> key to be pressed.
/// </summary>
void WaitForEnter()
{
Console.WriteLine("\nPress <Enter> to continue.");
Console.Write(SepBar);
_ = Console.ReadLine();
}

/// <summary>
///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param>
/// <param name="title1"></param>
/// <param name="title2"></param>
/// <param name="year1"></param>
/// <param name="year2"></param>
/// <returns></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GetBatch(
string tableName,
string title1,
string title2,
int year1,
int year2)
{
var getBatch = $"SELECT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statements = new List<BatchStatementRequest>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ge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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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1 },
new AttributeValue { N = year1.ToString()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ge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2 },
new AttributeValue { N = year2.ToString()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
if (response.Responses.Count > 0)
{
response.Responses.ForEach(r =>
{
Console.WriteLine($"{r.Item["title"]}\t{r.Item["year"]}");
});
return true;
}
else
{
Console.WriteLine($"Couldn't find either {title1} or {title2}.");
return false;
}
}

/// <summary>
/// Inserts movies imported from a JSON file into the movie table by
/// using an Amazon DynamoDB PartiQL INSERT statement.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into which the movie
/// information will be inserted.</param>
/// <param name="movieFileName">The name of the JSON file that contains
/// movie information.</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r failure of
/// the insert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InsertMovies(string tableName, string
movieFileName)
{
// Get the list of movies from the JSON file.
var movies = ImportMovies(movieFileName);
var success = false;
if (movies is not null)
{
// Insert the movies
// batch can contain
// at a time.
string insertBatch =
'year': ?}}";
var statements = new

in a batch using PartiQL. Because the
a maximum of 25 items, insert 25 movies
$"INSERT INTO {tableName} VALUE {{'title': ?,
List<BatchStatemen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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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

for (var indexOffset = 0; indexOffset < 250; indexOffset += 25)
{
for (var i = indexOffset; i < indexOffset + 25; i++)
{
statements.Add(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inser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s[i].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movies[i].Year.ToString() },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
// Wait between batches for movies to be successfully

added.

System.Threading.Thread.Sleep(3000);

success =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Clear the list of statements for the next batch.
statements.Clear();

}
}

}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x)
{
Console.WriteLine(ex.Message);
}

return success;

/// <summary>
/// Loads the contents of a JSON file into a list of movies to be
/// added to the DynamoDB table.
/// </summary>
/// <param name="movieFileName">The full path to the JSON file.</param>
/// <returns>A generic list of movie objects.</returns>
public static List<Movie> ImportMovies(string movieFileName)
{
if (!File.Exists(movieFileName))
{
return null;
}
using var sr = new StreamReader(movieFileName);
string json = sr.ReadToEnd();
var allMovies = JsonConvert.DeserializeObject<List<Movie>>(json);
if (allMovies is not null)
{
// Return the first 250 entries.
return allMovies.GetRange(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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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
}

param>

///
///
///
///
///
///
///
///
///
///
///
///
///

}

return null;

<summary>
Updates information for multiple movies.
</summary>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containing the
movies to be updated.</param>
<param name="producer1">The producer name for the first movie
to update.</param>
<param name="title1">The title of the first movie.</param>
<param name="year1">The year that the first movie was released.</param>
<param name="producer2">The producer name for the second
movie to update.</param>
<param name="title2">The title of the second movie.</param>
<param name="year2">The year that the second movie was released.</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update.</

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UpdateBatch(
string tableName,
string producer1,
string title1,
int year1,
string producer2,
string title2,
int year2)
{

string updateBatch = $"UPDATE {tableName} SET Producer=?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statements = new List<BatchStatementRequest>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update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producer1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1 },
new AttributeValue { N = year1.ToString() },
},
},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update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producer2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2 },
new AttributeValue { N = year2.ToString()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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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returns>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summary>
Deletes multiple movies using a PartiQL BatchExecuteAsync
statement.
</summary>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containing the
moves that will be deleted.</param>
<param name="title1">The title of the first movie.</param>
<param name="year1">The year the first movie was released.</param>
<param name="title2">The title of the second movie.</param>
<param name="year2">The year the second movie was released.</param>
<returns>A Boolean value indicating the success of the operation.</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Batch(
string tableName,
string title1,
int year1,
string title2,
int year2)
{
string updateBatch = $"DELETE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statements = new List<BatchStatementRequest>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update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1 },
new AttributeValue { N = year1.ToString() },
},
},

};

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update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title2 },
new AttributeValue { N = year2.ToString() },
},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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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tiQL 문을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에 대한 수신자인 구조체를 생성합니다.

// PartiQLRunner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 PartiQL examples.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 specified table.
type PartiQLRunner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AddMovieBatch runs a batch of PartiQL INSERT statements to add multiple movies
to the
//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AddMovieBatch(movies []Movie) error {
statementRequests := make([]types.BatchStatementRequest, len(movies))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movie.Info})
if err != nil {
panic(err)
}
statementRequests[index] = types.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 aws.String(fmt.Sprintf(
"INSERT INTO \"%v\" VALUE {'title': ?, 'year': ?, 'info': ?}",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
_, err := runner.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s: statementRequest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insert a batch of items with PartiQL.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 GetMovieBatch runs a batch of PartiQL SELECT statements to get multiple movies
from
// the DynamoDB table by title and year.
func (runner PartiQLRunner) GetMovieBatch(movies []Movie) ([]Movie, error) {
statementRequests := make([]types.BatchStatementRequest, len(movies))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
statementRequests[index] = types.BatchStatemen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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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SELECT * FROM \"%v\"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
output, err := runner.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s: statementRequests,
})
var outMovies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a batch of items with PartiQL. Here's why: %v\n", err)
} else {
for _, response := range output.Responses {
var movie Movie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Item,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else {
outMovies = append(outMovies, movie)
}
}
}
return outMovies, err

}

// GetAllMovies runs a PartiQL SELECT statement to get all movies from the DynamoDB
table.
// The results are projected to return only the title and rating of each movie.
func (runner PartiQLRunner) GetAllMovies() ([]map[string]interface{}, error) {
var output []map[string]interface{}
response,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SELECT title, info.rating FROM \"%v\"", runner.TableName)),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movies. Here's why: %v\n",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ListOfMaps(response.Items, &output)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
return output, err
}

// UpdateMovieBatch runs a batch of PartiQL UPDATE statements to update the rating
of
// multiple movies that already exist in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UpdateMovieBatch(movies []Movie, ratings []float64)
error {
statementRequests := make([]types.BatchStatementRequest, len(movies))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ratings[index],
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
statementRequests[index] = types.BatchStatement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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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UPDATE \"%v\" SET info.rating=?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
_, err := runner.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s: statementRequest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pdate the batch of movies.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 DeleteMovieBatch runs a batch of PartiQL DELETE statements to remove multiple
movies
// from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DeleteMovieBatch(movies []Movie) error {
statementRequests := make([]types.BatchStatementRequest, len(movies))
for index, movie := range movies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
statementRequests[index] = types.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DELETE FROM \"%v\"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
_, err := runner.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Batch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s: statementRequest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the batch of movies.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테이블을 생성하고 PartiQL 쿼리 배치를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 RunPartiQLBatchScenario shows you how to use the AWS SDK for Go
// to run batches of PartiQL statements to query a table that stores data about
movies.
//
// * Use batches of PartiQL statements to add, get, update, and delete data for
//
individual movies.
//
// This example creates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from the specified
sdkConfig so that
// you can replace it with a mocked or stubbed config for unit testing.
//
// This example creates and deletes a DynamoDB table to use during the scenario.
func RunPartiQLBatchScenario(sdkConfig aws.Config, tableName string) {
defer fu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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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r := recover(); r != nil {
fmt.Printf("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demo.")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PartiQL batch demo.")
log.Println(strings.Repeat("-", 88))
tableBasics := actions.TableBasics{
DynamoDbClient: dynamodb.NewFromConfig(sdkConfig),
TableName:
tableName,
}
runner := actions.PartiQLRunner{
DynamoDbClient: dynamodb.NewFromConfig(sdkConfig),
TableName:
tableName,
}
exists, err := tableBasics.TableExists()
if err != nil {
panic(err)
}
if !exists {
log.Printf("Creating table %v...\n", tableName)
_, err = tableBasics.CreateMovieTable()
if err != nil {
panic(err)
} else {
log.Printf("Created table %v.\n", tableName)
}
} else {
log.Printf("Table %v already exists.\n", tableNam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currentYear, _, _ := time.Now().Date()
customMovies := []actions.Movie{{
Title: "House PartiQL",
Year: currentYear - 5,
Info: map[string]interface{}{
"plot":
"Wacky high jinks result from querying a mysterious database.",
"rating": 8.5}}, {
Title: "House PartiQL 2",
Year: currentYear - 3,
Info: map[string]interface{}{
"plot":
"Moderate high jinks result from querying another mysterious
database.",
"rating": 6.5}}, {
Title: "House PartiQL 3",
Year: currentYear - 1,
Info: map[string]interface{}{
"plot":
"Tepid high jinks result from querying yet another mysterious
database.",
"rating": 2.5},
},
}
log.Printf("Inserting a batch of movies into table '%v'.\n", tableName)
err = runner.AddMovieBatch(customMovies)
if err == nil {
log.Printf("Added %v movies to the table.\n", len(customMovies))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Getting data for a batch of movies.")
movies, err := runner.GetMovieBatch(custom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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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rr == nil {
for _, movie := range movies {
log.Println(movie)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newRatings := []float64{7.7, 4.4, 1.1}
log.Println("Updating a batch of movies with new ratings.")
err = runner.UpdateMovieBatch(customMovies, newRatings)
if err == nil {
log.Printf("Updated %v movies with new ratings.\n", len(customMovies))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Getting projected data from the table to verify our update.")
projections, err := runner.GetAllMovies()
if err == nil {
for _, projection := range projections {
log.Println(projection)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Deleting a batch of movies.")
err = runner.DeleteMovieBatch(customMovies)
if err == nil {
log.Printf("Deleted %v movies.\n", len(customMovies))
}
err = tableBasics.DeleteTable()
if err == nil {
log.Printf("Deleted table %v.\n", tableBasics.TableNam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Thanks for watching!")
log.Println(strings.Repeat("-", 88))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class ScenarioPartiQLBatch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 args) throws IOException {
String tableName = "MoviesPartiQBatch";
ProfileCredentialsProvider credentialsProvider =
ProfileCredentialsProvider.create();
Region region = Region.US_EAST_1;
DynamoDbClient ddb = DynamoDbClient.builder()
.credentialsProvider(credentialsProvider)
.region(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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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System.out.println("******* Creating an Amazon DynamoDB table named
"+tableName +" with a key named year and a sort key named title.");
createTable(ddb, tableName);
System.out.println("******* Adding multiple records into the "+ tableName
+" table using a batch command.");
putRecordBatch(ddb);
System.out.println("******* Updating multiple records using a batch
command.");
updateTableItemBatch(ddb);
System.out.println("******* Deleting multiple records using a batch
command.");
deleteItemBatch(ddb);

}

System.out.println("******* Deleting the Amazon DynamoDB table.");
deleteDynamoDBTable(ddb, tableName);
ddb.close();

public static void create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DynamoDbWaiter dbWaiter = ddb.waiter();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
// Define attributes.
attributeDefinitions.add(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year")
.attributeType("N")
.build());
attributeDefinitions.add(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title")
.attributeType("S")
.build());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 = new ArrayList<>();
KeySchemaElement key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year")
.keyType(KeyType.HASH)
.build();
KeySchemaElement key2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title")
.keyType(KeyType.RANGE) // Sort
.build();
// Add KeySchemaElement objects to the list.
tableKey.add(key);
tableKey.add(key2);
CreateTableRequest request = CreateTableRequest.builder()
.keySchema(tableKey)
.provisionedThroughput(ProvisionedThroughput.builder()
.readCapacityUnits(new Long(10))
.writeCapacityUnits(new Long(10))
.build())
.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CreateTableResponse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escribeTableRequest tableRequest = DescribeTableRequest.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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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tableName)
.build();
// Wait until the Amazon DynamoDB table is created.
WaiterResponse<DescribeTableResponse> waiterResponse =
dbWaiter.waitUntilTableExists(tableRequest);
waiterResponse.matched().response().ifPresent(System.out::println);
String newTabl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System.out.println("The " +newTable + " was successfully created.");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public static void putRecordBatch(DynamoDbClient ddb) {
String sqlStatement = "INSERT INTO MoviesPartiQBatch VALUE {'year':?,
'title' : ?, 'info' : ?}";
try {
// Create three movies to add to the Amazon DynamoDB table.
// Set data for Movie 1.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1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2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1")
.build();
AttributeValue att3 = AttributeValue.builder()
.s("No Information")
.build();
parameters.add(att1);
parameters.add(att2);
parameters.add(att3);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Movie1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
.build();
// Set data for Movie 2.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Movie2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Movie2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Movie2A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2")
.build();
AttributeValue attMovie2B = AttributeValue.builder()
.s("No Information")
.build();
parametersMovie2.add(attMovie2);
parametersMovie2.add(attMovie2A);
parametersMovie2.add(attMovie2B);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Movie2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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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Movie2)
.build();
// Set data for Movie 3.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Movie3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Movie3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Movie3A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3")
.build();
AttributeValue attMovie3B = AttributeValue.builder()
.s("No Information")
.build();
parametersMovie3.add(attMovie3);
parametersMovie3.add(attMovie3A);
parametersMovie3.add(attMovie3B);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Movie3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Movie3)
.build();
// Add all three movies to the list.
List<BatchStatementRequest> myBatchStatementList = new ArrayList<>();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Movie1);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Movie2);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Movie3);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batchRequest =
BatchExecute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myBatchStatementList)
.build();
BatchExecuteStatementResponse response =
ddb.batchExecuteStatement(batchRequest);
System.out.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
response.toString());
System.out.println("Added new movies using a batch command.");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public static void updateTableItemBatch(DynamoDbClient ddb){
String sqlStatement = "UPDATE MoviesPartiQBatch SET info = 'directors\":
[\"Merian C. Cooper\",\"Ernest B. Schoedsack' where year=? and title=?";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Rec1 = new ArrayList<>();
// Update three records.
AttributeValue att1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2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1")
.build();
parametersRec1.add(at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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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Rec1.add(att2);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Rec1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Rec1)
.build();
// Update record 2.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Rec2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Rec2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Rec2a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2")
.build();
parametersRec2.add(attRec2);
parametersRec2.add(attRec2a);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Rec2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Rec2)
.build();
// Update record 3.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Rec3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Rec3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Rec3a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3")
.build();
parametersRec3.add(attRec3);
parametersRec3.add(attRec3a);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Rec3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Rec3)
.build();
// Add all three movies to the list.
List<BatchStatementRequest> myBatchStatementList = new ArrayList<>();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1);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2);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3);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batchRequest =
BatchExecute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myBatchStatementList)
.build();
try {
BatchExecuteStatementResponse response =
ddb.batchExecuteStatement(batchRequest);
System.out.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
response.toString());
System.out.println("Updated three movies using a batch command.");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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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out.println("Item was updated!");

public static void deleteItemBatch(DynamoDbClient ddb){
String sqlStatement = "DELETE FROM MoviesPartiQBatch WHERE year = ? and
title=?";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Rec1 = new ArrayList<>();
// Specify three records to delete.
AttributeValue att1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2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1")
.build();
parametersRec1.add(att1);
parametersRec1.add(att2);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Rec1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Rec1)
.build();
// Specify record 2.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Rec2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Rec2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Rec2a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2")
.build();
parametersRec2.add(attRec2);
parametersRec2.add(attRec2a);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Rec2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Rec2)
.build();
// Specify record 3.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Rec3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Rec3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2"))
.build();
AttributeValue attRec3a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3")
.build();
parametersRec3.add(attRec3);
parametersRec3.add(attRec3a);
BatchStatementRequest statementRequestRec3 =
Batch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ql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Rec3)
.build();
// Add all three movies to the list.
List<BatchStatementRequest> myBatchStatementList = new ArrayList<>();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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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2);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3);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batchRequest =
BatchExecute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myBatchStatementList)
.build();
try {
ddb.batchExecuteStatement(batchRequest);
System.out.println("Deleted three movies using a batch command.");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public static void deleteDynamoDB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DeleteTableRequest request = Delet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ddb.deleteTable(reques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tableName +" was successfully deleted!");

private static ExecuteStatementResponse 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Client
ddb, String statement,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
ExecuteStatementRequest request = Execute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
.build();

}

}

return ddb.executeStatement(request);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
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port const REGION = "eu-west-1";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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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배치로 항목을 쿼리합니다.
*/
import fs from "fs";
// A practical functional library used to split the data into segments.
import * as R from "ramda";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import { BatchWrite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CreateTableCommand,
Batch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f (process.argv.length < 6) {
console.log(
"Usage: node partiQL_basics.js <tableName> <movieTitle1>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1> <producer1> <producer2> \n" +
"Example: node partiQL_basics.js Movies_batch 2006 'The Departed' 2013 '2
Guns' 'New View Films' 'Old Thyme Films'"
);
}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Year1 = parseInt(process.argv[3]);
movieTitle1 = process.argv[4];
movieYear2 = parseInt(process.argv[5]);
movieTitle2 = process.argv[6];
producer1 = process.argv[7];
producer2 = process.argv[8];

// Helper function to delay running the code while the AWS service calls wait for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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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wait(ms) {
var start = Date.now();
var end = start;
while (end < start + ms) {
end = Date.now();
}
}
// Set the parameters.
export const run = async (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roducer1,
producer2
) => {
try {
console.log("Creating table ...");
// Set the parameters.
const param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title",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year",
AttributeType: "N",
},
],
KeySchema: [
{
AttributeName: "title",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year",
KeyType: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
TableName: tableName,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CreateTableCommand(params));
console.log("Waiting for table to be created...");
wait(10000);
console.log(
"Table created. Table name is ",
data.TableDescription.TableName
);
try {
// Before you run this example, download 'movies.json' from https://
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GettingStarted.Js.02.html,
// and put it in the same folder as the example.
// Get the movie data parse to convert into a JSON object.
const allMovies = JSON.parse(fs.readFileSync("moviedata.json", "utf8"));
// Split the table into segments of 25.
const dataSegments = R.splitEvery(25, allMovies);
// Loop batch write operation 10 times to upload 250 items.
console.log("Writing movies in batch to table...");
for (let i = 0; i < 10;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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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 segment = dataSegments[i];
for (let j = 0; j < 25; j++) {
const params = {
RequestItems: {
[tableName]: [
{
// Destination Amazon DynamoDB table name.
PutRequest: {
Item: {
year: segment[j].year,
title: segment[j].title,
info: segment[j].info,
},
},
},
],
},
};
ddbDocClient.send(new BatchWriteCommand(params));
}

}
wait(10000);
console.log("Success, movies written to table.");
try {
console.log("Getting movie....");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The query return the following data.", data);
for (let i = 0; i < data.Responses.length; i++) {
console.log(data.Responses[i].Item.year);
console.log(data.Responses[i].Item.title);
}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deleted by b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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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added by batch.");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s: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 S: producer1 },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 S: producer2 },
{ S: movieTitle2 },
{ N: movieYear2 },
],
},
],
};
console.log("Updating movies...");
await ddbDocClient.send(
new Batch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s updated by batch.");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log("Error updating items by batch.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adding items to table by batch.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deleting movies by batch. ", err);
}
} catch (err) {

API 버전 2012-08-10
1022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PartiQL 문 배치를 사용하여 테이블 쿼리
console.log("Error getting movies by batch.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adding movies by batch.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creating table. ", err);
}
};
run(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movieYear2,
movieTitle2,
producer1,
producer2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
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main() {
val ddb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
val tableName = "MoviesPartiQBatch"
println("Creating an Amazon DynamoDB table named $tableName with a key named id
and a sort key named title.")
createTablePartiQLBatch(ddb, tableName, "year")
putRecordBatch(ddb)
updateTableItemBatchBatch(ddb)
deleteItemsBatch(ddb)
deleteTablePartiQLBatch(tableName)

}

suspend fun createTablePartiQLBatch(ddb: DynamoDbClient, tableNameVal: String, key:
String) {
val attDef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key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N
}
val attDef1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title"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S
}
val keySchemaVal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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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Type = KeyType.Hash

val keySchemaVal1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KeyType.Range
}
val provisionedVal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val request = CreateTableRequest {
attributeDefinitions = listOf(attDef, attDef1)
keySchema = listOf(keySchemaVal, keySchemaVal1)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Val
tableName = tableNameVal
}
val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db.waitUntilTableExists { // suspend call
tableName = tableNameVal
}
println("The table was successfully created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Arn}")

}

suspend fun putRecordBatch(ddb: DynamoDbClient) {
val sqlStatement = "INSERT INTO MoviesPartiQBatch VALUE {'year':?, 'title' : ?,
'info' : ?}"
// Create three movies to add to the Amazon DynamoDB table.
val parametersMovie1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Movie1.add(AttributeValue.N("2022"))
parametersMovie1.add(AttributeValue.S("My Movie 1"))
parametersMovie1.add(AttributeValue.S("No Information"))
val statementRequestMovie1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Movie1
}
// Set data for Movie 2.
val parametersMovie2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Movie2.add(AttributeValue.N("2022"))
parametersMovie2.add(AttributeValue.S("My Movie 2"))
parametersMovie2.add(AttributeValue.S("No Information"))
val statementRequestMovie2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Movie2
}
// Set data for Movie 3.
val parametersMovie3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Movie3.add(AttributeValue.N("2022"))
parametersMovie3.add(AttributeValue.S("My Movie 3"))
parametersMovie3.add(AttributeValue.S("No Information"))
val statementRequestMovie3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Movi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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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all three movies to the list.
val myBatchStatementList = mutableListOf<BatchStatementRequest>()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Movie1)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Movie2)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Movie3)

}

val batchRequest =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myBatchStatementList
}
val response = ddb.batchExecuteStatement(batchRequest)
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 + response.toString())
println("Added new movies using a batch command.")

suspend fun updateTableItemBatchBatch(ddb: DynamoDbClient) {
val sqlStatement =
"UPDATE MoviesPartiQBatch SET info = 'directors\":[\"Merian C. Cooper\",
\"Ernest B. Schoedsack' where year=? and title=?"
val parametersRec1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Rec1.add(AttributeValue.N("2022"))
parametersRec1.add(AttributeValue.S("My Movie 1"))
val statementRequestRec1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Rec1
}
// Update record 2.
val parametersRec2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Rec2.add(AttributeValue.N("2022"))
parametersRec2.add(AttributeValue.S("My Movie 2"))
val statementRequestRec2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Rec2
}
// Update record 3.
val parametersRec3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Rec3.add(AttributeValue.N("2022"))
parametersRec3.add(AttributeValue.S("My Movie 3"))
val statementRequestRec3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Rec3
}
// Add all three movies to the list.
val myBatchStatementList = mutableListOf<BatchStatementRequest>()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1)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2)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3)
val batchRequest =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myBatchStatementList
}

}

val response = ddb.batchExecuteStatement(batchRequest)
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response")
println("Updated three movies using a batch command.")
println("Items were updated!")

suspend fun deleteItemsBatch(ddb: DynamoDbClient) {
// Specify three records to delete.
val sqlStatement = "DELETE FROM MoviesPartiQBatch WHERE year = ? and title=?"
val parametersRec1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Rec1.add(AttributeValue.N("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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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Rec1.add(AttributeValue.S("My Movie 1"))
val statementRequestRec1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Rec1
}
// Specify record 2.
val parametersRec2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Rec2.add(AttributeValue.N("2022"))
parametersRec2.add(AttributeValue.S("My Movie 2"))
val statementRequestRec2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Rec2
}
// Specify record 3.
val parametersRec3 = mutableListOf<AttributeValue>()
parametersRec3.add(AttributeValue.N("2022"))
parametersRec3.add(AttributeValue.S("My Movie 3"))
val statementRequestRec3 =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ql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Rec3
}
// Add all three movies to the list.
val myBatchStatementList = mutableListOf<BatchStatementRequest>()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1)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2)
myBatchStatementList.add(statementRequestRec3)
val batchRequest =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myBatchStatementList
}

}

ddb.batchExecuteStatement(batchRequest)
println("Deleted three movies using a batch command.")

suspend fun deleteTablePartiQLBatch(tableNameVal: String) {
val request =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deleteTable(request)
println("$tableNameVal was deleted")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namespace DynamoDb\PartiQL_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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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Aws\DynamoDb\Marshaler;
use DynamoDb;
use DynamoDb\DynamoDBAttribute;
class GettingStartedWithPartiQLBatch
{
public function run()
{
echo("--------------------------------------\n");
print("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 PartiQL getting started demo using
PHP!\n");
echo("--------------------------------------\n");
$uuid = uniqid();
$service = new DynamoDb\DynamoDBService();
$tableName = "partiql_demo_table_$uuid";
$service->createTable(
$tableName,
[
new DynamoDBAttribute('year', 'N', 'HASH'),
new DynamoDBAttribute('title', 'S', 'RANGE')
]
);
echo "Waiting for table...";
$service->dynamoDbClient->waitUntil("TableExists", ['TableName' =>
$tableName]);
echo "table $tableName found!\n";
echo "What's the name of the last movie you watched?\n";
while (empty($movieName)) {
$movieName = testable_readline("Movie name: ");
}
echo "And what year was it released?\n";
$movieYear = "year";
while (!is_numeric($movieYear) || intval($movieYear) != $movieYear) {
$movieYear = testable_readline("Year released: ");
}
$key = [
'Item' => [
'year' => [
'N' => "$movieYear",
],
'title' => [
'S' => $movieName,
],
],
];
list($statement, $parameters) = $service>buildStatementAndParameters("INSERT", $tableName, $key);
$service->insertItemByPartiQLBatch($statement, $parameters);
echo "How would you rate the movie from 1-10?\n";
$rating = 0;
while (!is_numeric($rating) || intval($rating) != $rating || $rating < 1 ||
$rating > 10) {
$rating = testable_readline("Rating (1-10): ");
}
echo "What was the movie about?\n";
while (empty($plot)) {
$plot = testable_readline("Plot summary: ");
}
$attributes = [
new DynamoDBAttribute('rating', 'N', 'HASH', $rating),

API 버전 2012-08-10
1027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PartiQL 문 배치를 사용하여 테이블 쿼리

];

new DynamoDBAttribute('plot', 'S', 'RANGE', $plot),

list($statement, $parameters) = $service>buildStatementAndParameters("UPDATE", $tableName, $key, $attributes);
$service->updateItemByPartiQLBatch($statement, $parameters);
echo "Movie added and updated.\n";
$batch = json_decode(loadMovieData());
$service->writeBatch($tableName, $batch);
$movie = $service->getItemByPartiQLBatch($tableName, [$key]);
echo "\nThe movie {$movie['Responses'][0]['Item']['title']['S']}
was released in {$movie['Responses'][0]['Item']['year']['N']}.\n";
echo "What rating would you like to give {$movie['Responses'][0]['Item']
['title']['S']}?\n";
$rating = 0;
while (!is_numeric($rating) || intval($rating) != $rating || $rating < 1 ||
$rating > 10) {
$rating = testable_readline("Rating (1-10): ");
}
$attributes = [
new DynamoDBAttribute('rating', 'N', 'HASH', $rating),
new DynamoDBAttribute('plot', 'S', 'RANGE', $plot)
];
list($statement, $parameters) = $service>buildStatementAndParameters("UPDATE", $tableName, $key, $attributes);
$service->updateItemByPartiQLBatch($statement, $parameters);
$movie = $service->getItemByPartiQLBatch($tableName, [$key]);
echo "Okay, you have rated {$movie['Responses'][0]['Item']['title']['S']}
as a {$movie['Responses'][0]['Item']['rating']['N']}\n";
$service->deleteItemByPartiQLBatch($statement, $parameters);
echo "But, bad news, this was a trap. That movie has now been deleted
because of your rating...harsh.\n";
echo "That's okay though. The book was better. Now, for something lighter,
in what year were you born?\n";
$birthYear = "not a number";
while (!is_numeric($birthYear) || $birthYear >= date("Y")) {
$birthYear = testable_readline("Birth year: ");
}
$birthKey = [
'Key' => [
'year' => [
'N' => "$birthYear",
],
],
];
$result = $service->query($tableName, $birthKey);
$marshal = new Marshaler();
echo "Here are the movies in our collection released the year you were
born:\n";
$oops = "Oops! There were no movies released in that year (that we know
of).\n";
$display = "";
foreach ($result['Items'] as $movie) {
$movie = $marshal->unmarshalItem($movie);
$display .= $movie['title'] . "\n";
}
echo ($display) ?: $oops;
$yearsKey = [
'Ke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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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
'N' => [
'minRange' => 1990,
'maxRange' => 1999,
],
],

],
];
$filter = "year between 1990 and 1999";
echo "\nHere's a list of all the movies released in the 90s:\n";
$result = $service->scan($tableName, $yearsKey, $filter);
foreach ($result['Items'] as $movie) {
$movie = $marshal->unmarshalItem($movie);
echo $movie['title'] . "\n";
}

}

}

echo "\nCleaning up this demo by deleting table $tableName...\n";
$service->deleteTable($tableName);

public function insertItemByPartiQLBatch(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 [
[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
}
public function getItemByPartiQLBatch(string $tableName, array $keys): Result
{
$statements = [];
foreach ($keys as $key) {
list($statement, $parameters) = $this>buildStatementAndParameters("SELECT", $tableName, $key['Item']);
$statements[] = [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

return $this->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 $statements,
]);

public function updateItemByPartiQLBatch(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 [
[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
}
public function deleteItemByPartiQLBatch(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batchExecuteStatement([
'Statem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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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tiQL 문 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from decimal import Decimal
import logging
from pprint import pprint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from scaffold import Scaffold
logger = logging.getLogger(__name__)
class PartiQLBatchWrapper:
"""
Encapsulates a DynamoDB resource to run PartiQL statements.
"""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to

def run_partiql(self, statements, param_list):
"""
Runs a PartiQL statement. A Boto3 resource is used even though
`execute_statement` is called on the underlying `client` object because the
resource transforms input and output from plain old Python objects (POPOs)

the

the DynamoDB format. If you create the client directly, you must do these
transforms yourself.
:param statements: The batch of PartiQL statements.
:param param_list: The batch of PartiQL parameters that are associated with
each statement. This list must be in the same order as
statements.
:return: The responses returned from running the statements, if any.
"""
try:
output = self.dyn_resource.meta.client.batch_execute_statement(
Statements=[{
'Statement': statement, 'Parameters': pa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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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tatement, params in zip(statements, param_list)])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ResourceNotFoundException':
logger.error(
"Couldn't execute batch of PartiQL statements because the table

"

"does not exist.")
else:
logger.error(
"Couldn't execute batch of PartiQL statements. Here's why: %s:

%s",
['Message'])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raise
else:
return output

테이블을 생성하고 PartiQL 쿼리를 배치로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def run_scenario(scaffold, wrapper, table_name):
logging.basicConfig(level=logging.INFO, format='%(levelname)s: %(message)s')
print('-'*88)
print("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PartiQL batch statement demo.")
print('-'*88)
print(f"Creating table '{table_name}' for the demo...")
scaffold.create_table(table_name)
print('-'*88)
movie_data = [{
'title': f"House PartiQL",
'year': datetime.now().year - 5,
'info': {
'plot': "Wacky high jinks result from querying a mysterious database.",
'rating': Decimal('8.5')}}, {
'title': f"House PartiQL 2",
'year': datetime.now().year - 3,
'info': {
'plot': "Moderate high jinks result from querying another mysterious
database.",
'rating': Decimal('6.5')}}, {
'title': f"House PartiQL 3",
'year': datetime.now().year - 1,
'info': {
'plot': "Tepid high jinks result from querying yet another mysterious
database.",
'rating': Decimal('2.5')}}]
print(f"Inserting a batch of movies into table '{table_name}.")
statements = [
f"INSERT INTO \"{table_name}\" "
f"VALUE {{'title': ?, 'year': ?, 'info': ?}}"] * len(movie_data)
params = [list(movie.values()) for movie in movie_data]
wrapper.run_partiql(statements, params)
print("Success!")
print('-'*88)
print(f"Getting data for a batch of movies.")
statements = [
f"SELECT * FROM \"{table_name}\" WHERE title=? AND year=?"] *
len(movie_data)
params = [[movie['title'], movie['year']] for movie in movie_data]
output = wrapper.run_partiql(statements, pa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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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tem in output['Responses']:
print(f"\n{item['Item']['title']}, {item['Item']['year']}")
pprint(item['Item'])
print('-'*88)
ratings = [Decimal('7.7'), Decimal('5.5'), Decimal('1.3')]
print(f"Updating a batch of movies with new ratings.")
statements = [
f"UPDATE \"{table_name}\" SET info.rating=? "
f"WHERE title=? AND year=?"] * len(movie_data)
params = [
[rating, movie['title'], movie['year']] for rating, movie in zip(ratings,
movie_data)]
wrapper.run_partiql(statements, params)
print("Success!")
print('-'*88)
print(f"Getting projected data from the table to verify our update.")
output = wrapper.dyn_resource.meta.client.execute_statement(
Statement=f'SELECT title, info.rating FROM "{table_name}"')
pprint(output['Items'])
print('-'*88)
print(f"Deleting a batch of movies from the table.")
statements = [
f"DELETE FROM \"{table_name}\" WHERE title=? AND year=?"] * len(movie_data)
params = [[movie['title'], movie['year']] for movie in movie_data]
wrapper.run_partiql(statements, params)
print("Success!")
print('-'*88)
print(f"Deleting table '{table_name}'...")
scaffold.delete_table()
print('-'*88)
print("\nThanks for watching!")
print('-'*88)
if __name__ == '__main__':
try:
dyn_res = boto3.resource('dynamodb')
scaffold = Scaffold(dyn_res)
movies = PartiQLBatchWrapper(dyn_res)
run_scenario(scaffold, movies, 'doc-example-table-partiql-movies')
except Exception as e:
print(f"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demo! Here's what: {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ython(Boto3) API 참조의 BatchExecuteStatement를 참
조하세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artiQL 및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쿼리
다음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SELECT 문을 실행하여 항목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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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RT 문을 실행하여 항목을 추가합니다.
• UPDATE 문을 실행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 DELETE 문을 실행하여 항목을 삭제합니다.
.NET
AWS SDK for .NET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namespace PartiQL_Basics_Scenario
{
public class PartiQLMethods
{
private static readonly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 <summary>
/// Inserts movies imported from a JSON file into the movie table by
/// using an Amazon DynamoDB PartiQL INSERT statement.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 where the movie
/// information will be inserted.</param>
/// <param name="movieFileName">The name of the JSON file that contains
/// movie information.</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r failure of
/// the insert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InsertMovies(string tableName, string
movieFileName)
{
// Get the list of movies from the JSON file.
var movies = ImportMovies(movieFileName);
var success = false;
if (movies is not null)
{
// Insert the movies
// batch can contain
// at a time.
string insertBatch =
'year': ?}}";
var statements = new

in a batch using PartiQL. Because the
a maximum of 25 items, insert 25 movies
$"INSERT INTO {tableName} VALUE {{'title': ?,
List<BatchStatementRequest>();

try
{

for (var indexOffset = 0; indexOffset < 250; indexOffset += 25)
{
for (var i = indexOffset; i < indexOffset + 25; i++)
{
statements.Add(new BatchStatementRequest
{
Statement = inser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s[i].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movies[i].Year.To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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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ar response = await Client.BatchExecuteStatementAsync(new
Batch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s = statements,
});
// Wait between batches for movies to be successfully

added.

System.Threading.Thread.Sleep(3000);

success =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Clear the list of statements for the next batch.
statements.Clear();

}
}

}
}
catch (AmazonDynamoDBException ex)
{
Console.WriteLine(ex.Message);
}

return success;

/// <summary>
/// Loads the contents of a JSON file into a list of movies to be
/// added to the DynamoDB table.
/// </summary>
/// <param name="movieFileName">The full path to the JSON file.</param>
/// <returns>A generic list of movie objects.</returns>
public static List<Movie> ImportMovies(string movieFileName)
{
if (!File.Exists(movieFileName))
{
return null;
}
using var sr = new StreamReader(movieFileName);
string json = sr.ReadToEnd();
var allMovies = JsonConvert.DeserializeObject<List<Movie>>(json);

}

///
///
///
///
///
///

if (allMovies is not null)
{
// Return the first 250 entries.
return allMovies.GetRange(0, 250);
}
else
{
return null;
}

<summary>
Uses a PartiQL SELECT statement to retrieve a single movie from the
movie database.
</summary>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movie table.</param>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retrieve.</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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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s>A list of movie data. If no movie matches the supplied
/// title, the list is empty.</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Get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
string selectSingle = $"SELECT *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var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electSingle,
Parameters = parameters,
});
}

return response.Items;

/// <summary>
/// Retrieve multiple movies by year using a SELECT statement.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movie table.</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e movies were released.</param>
/// <returns></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GetMovies(string tableName, int year)
{
string selectSingle = $"SELECT * FROM {tableName} WHERE year = ?";
var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electSingle,
Parameters = parameters,
});
}

return response.Items;

/// <summary>
/// Inserts a single movie into the movies table.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insert.</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at the movie was releas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r failure of
/// the INSERT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Insert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int year)
{
string insertBatch = $"INSERT INTO {tableName} VALUE {{'title': ?,
'year':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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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ement = inser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summary>
/// Updates a single movie in the table, adding information for the
/// producer.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 <param name="producer">The name of the producer.</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movie title.</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e movie was releas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 UPDATE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Update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producer, string movieTitle, int year)
{
string insertSingle = $"UPDATE {tableName} SET Producer=?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insertSingle,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producer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summary>
/// Deletes a single movie from the table.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at the movie was releas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 DELETE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int year)
{
var deleteSingle = $"DELETE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deleteSingle,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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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ems)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summary>
/// Displays the list of movies returned from a database query.
/// </summary>
/// <param name="items">The list of movie information to display.</param>
private static void DisplayMovies(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

if (items.Count > 0)
{
Console.WriteLine($"Found {items.Count} movies.");
items.ForEach(item =>
Console.WriteLine($"{item["year"].N}\t{item["title"].S}"));
}
else
{
Console.WriteLine($"Didn't find a movie that matched the supplied
criteria.");
}
}
}

}

/// <summary>
/// Uses a PartiQL SELECT statement to retrieve a single movie from the
/// movie database.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movie table.</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retrieve.</param>
/// <returns>A list of movie data. If no movie matches the supplied
/// title, the list is empty.</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List<Dictionary<string, AttributeValue>>>
Get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
string selectSingle = $"SELECT *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var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electSingle,
Parameters = parameters,
});
}

return response.Items;

/// <summary>
/// Inserts a single movie into the movie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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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insert.</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at the movie was releas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r failure of
/// the INSERT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Insert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int year)
{
string insertBatch = $"INSERT INTO {tableName} VALUE {{'title': ?,
'year':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insertBatch,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summary>
/// Updates a single movie in the table, adding information for the
/// producer.
/// </summary>
///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 <param name="producer">The name of the producer.</param>
/// <param name="movieTitle">The movie title.</param>
/// <param name="year">The year the movie was releas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 UPDATE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Update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producer, string movieTitle, int year)
{
string insertSingle = $"UPDATE {tableName} SET Producer=?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insertSingle,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producer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
}

///
///
///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summary>
Deletes a single movie from the table.
</summary>
<param name="tableName">The name of the table.</param>
<param name="movieTitle">The title of the movie to delete.</p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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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 name="year">The year that the movie was released.</param>
/// <returns>A Boolean value that indicates the success of the
/// DELETE operation.</returns>
public static async Task<bool> DeleteSingleMovie(string tableName, string
movieTitle, int year)
{
var deleteSingle = $"DELETE FROM {tableName} WHERE title = ? AND year
= ?";
var response = await Client.ExecuteStatementAsync(new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deleteSingle,
Parameters = new List<AttributeValue>
{
new AttributeValue { S = movieTitle },
new AttributeValue { N = year.ToString() },
},
});
}

return response.HttpStatusCode == System.Net.HttpStatusCode.OK;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NET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Go
Go V2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tiQL 문을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에 대한 수신자인 구조체를 생성합니다.

// PartiQLRunner encapsulates the Amazon DynamoDB service actions used in the
// PartiQL examples. It contains a DynamoDB service client that is used to act on
the
// specified table.
type PartiQLRunner struct {
DynamoDbClient *dynamodb.Client
TableName
string
}

// AddMovie runs a PartiQL INSERT statement to add a movie to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AddMovie(movie Movie) error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movie.Info})
if err != nil {
panic(err)
}
_,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INSERT INTO \"%v\" VALUE {'title': ?, 'year': ?, 'info': ?}",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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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insert an item with PartiQL. Here's why: %v\n", err)
}
return err

}

// GetMovie runs a PartiQL SELECT statement to get a movie from the DynamoDB table
by
// title and year.
func (runner PartiQLRunner) GetMovie(title string, year int) (Movie, error) {
var movie Movie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title, year})
if err != nil {
panic(err)
}
response,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SELECT * FROM \"%v\"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get info about %v. Here's why: %v\n", title, err)
} else {
err = attributevalue.UnmarshalMap(response.Items[0], &movie)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nmarshal response. Here's why: %v\n", err)
}
}
return movie, err
}

// UpdateMovie runs a PartiQL UPDATE statement to update the rating of a movie that
// already exists in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UpdateMovie(movie Movie, rating float64) error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rating, 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
_,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UPDATE \"%v\" SET info.rating=?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update movie %v.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return err
}

// DeleteMovie runs a PartiQL DELETE statement to remove a movie from the DynamoDB
table.
func (runner PartiQLRunner) DeleteMovie(movie Movie) error {
params, err := attributevalue.MarshalList([]interface{}{movie.Title, movie.Year})
if err != nil {
panic(e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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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err = runner.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context.TODO(),
&dynamodb.ExecuteStatementInput{
Statement: aws.String(
fmt.Sprintf("DELETE FROM \"%v\" WHERE title=? AND year=?",
runner.TableName)),
Parameters: params,
})
if err != nil {
log.Printf("Couldn't delete %v from the table. Here's why: %v\n", movie.Title,
err)
}
return err

}

테이블을 생성하고 PartiQL 쿼리를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 RunPartiQLSingleScenario shows you how to use the AWS SDK for Go
// to use PartiQL to query a table that stores data about movies.
//
// * Use PartiQL statements to add, get, update, and delete data for individual
movies.
//
// This example creates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from the specified
sdkConfig so that
// you can replace it with a mocked or stubbed config for unit testing.
//
// This example creates and deletes a DynamoDB table to use during the scenario.
func RunPartiQLSingleScenario(sdkConfig aws.Config, tableName string) {
defer func() {
if r := recover(); r != nil {
fmt.Printf("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demo.")
}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PartiQL single action demo.")
log.Println(strings.Repeat("-", 88))
tableBasics := actions.TableBasics{
DynamoDbClient: dynamodb.NewFromConfig(sdkConfig),
TableName:
tableName,
}
runner := actions.PartiQLRunner{
DynamoDbClient: dynamodb.NewFromConfig(sdkConfig),
TableName:
tableName,
}
exists, err := tableBasics.TableExists()
if err != nil {
panic(err)
}
if !exists {
log.Printf("Creating table %v...\n", tableName)
_, err = tableBasics.CreateMovieTable()
if err != nil {
panic(err)
} else {
log.Printf("Created table %v.\n", tableName)
}
} else {
log.Printf("Table %v already exists.\n",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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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Println(strings.Repeat("-", 88))
currentYear, _, _ := time.Now().Date()
customMovie := actions.Movie{
Title: "24 Hour PartiQL People",
Year: currentYear,
Info: map[string]interface{}{
"plot":
"A group of data developers discover a new query language they can't
stop using.",
"rating": 9.9,
},
}
log.Printf("Inserting movie '%v' released in %v.", customMovie.Title,
customMovie.Year)
err = runner.AddMovie(customMovie)
if err == nil {
log.Printf("Added %v to the movie table.\n", customMovie.Titl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f("Getting data for movie '%v' released in %v.", customMovie.Title,
customMovie.Year)
movie, err := runner.GetMovie(customMovie.Title, customMovie.Year)
if err == nil {
log.Println(movi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newRating := 6.6
log.Printf("Updating movie '%v' with a rating of %v.", customMovie.Title,
newRating)
err = runner.UpdateMovie(customMovie, newRating)
if err == nil {
log.Printf("Updated %v with a new rating.\n", customMovie.Titl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f("Getting data again to verify the update.")
movie, err = runner.GetMovie(customMovie.Title, customMovie.Year)
if err == nil {
log.Println(movi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f("Deleting movie '%v'.\n", customMovie.Title)
err = runner.DeleteMovie(customMovie)
if err == nil {
log.Printf("Deleted %v.\n", customMovie.Title)
}
err = tableBasics.DeleteTable()
if err == nil {
log.Printf("Deleted table %v.\n", tableBasics.TableName)
}
log.Println(strings.Repeat("-", 88))
log.Println("Thanks for watching!")
log.Println(strings.Repeat("-", 88))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Go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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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Java 2.x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ublic class ScenarioPartiQ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 args) throws IOException {
final String usage = "\n" +
"Usage:\n" +
"
<fileName>\n\n" +
"Where:\n" +
"
fileName - The path to the moviedata.json file that you can
download from the 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n" ;
if (args.length != 1) {
System.out.println(usage);
System.exit(1);
}
String fileName = args[0];
String tableName = "MoviesPartiQ";
ProfileCredentialsProvider credentialsProvider =
ProfileCredentialsProvider.create();
Region region = Region.US_EAST_1;
DynamoDbClient ddb = DynamoDbClient.builder()
.credentialsProvider(credentialsProvider)
.region(region)
.build();
System.out.println("******* Creating an Amazon DynamoDB table named
MoviesPartiQ with a key named year and a sort key named title.");
createTable(ddb, tableName);
System.out.println("******* Loading data into the MoviesPartiQ table.");
loadData(ddb, fileName);
System.out.println("******* Getting data from the MoviesPartiQ table.");
getItem(ddb);
System.out.println("******* Putting a record into the MoviesPartiQ table.");
putRecord(ddb);
System.out.println("******* Updating a record.");
updateTableItem(ddb);
System.out.println("******* Querying the movies released in 2013.");
queryTable(ddb);

}

System.out.println("******* Deleting the Amazon DynamoDB table.");
deleteDynamoDBTable(ddb, tableName);
ddb.close();

public static void create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DynamoDbWaiter dbWaiter = ddb.waiter();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
// Define attributes.
attributeDefinitions.add(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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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Type("N")
.build());
attributeDefinitions.add(AttributeDefinition.builder()
.attributeName("title")
.attributeType("S")
.build());
ArrayList<KeySchemaElement> tableKey = new ArrayList<>();
KeySchemaElement key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year")
.keyType(KeyType.HASH)
.build();
KeySchemaElement key2 = KeySchemaElement.builder()
.attributeName("title")
.keyType(KeyType.RANGE) // Sort
.build();
// Add KeySchemaElement objects to the list.
tableKey.add(key);
tableKey.add(key2);
CreateTableRequest request = CreateTableRequest.builder()
.keySchema(tableKey)
.provisionedThroughput(ProvisionedThroughput.builder()
.readCapacityUnits(new Long(10))
.writeCapacityUnits(new Long(10))
.build())
.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CreateTableResponse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escribeTableRequest tableRequest = Describ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 Wait until the Amazon DynamoDB table is created.
WaiterResponse<DescribeTableResponse> waiterResponse =
dbWaiter.waitUntilTableExists(tableRequest);
waiterResponse.matched().response().ifPresent(System.out::println);
String newTable =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Name();
System.out.println("The " +newTable + " was successfully created.");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 Load data into the table.
public static void loadData(DynamoDbClient ddb, String fileName) throws
IOException {
String sqlStatement = "INSERT INTO MoviesPartiQ VALUE {'year':?,
'title' : ?, 'info' : ?}";
JsonParser parser = new JsonFactory().createParser(new File(fileName));
com.fasterxml.jackson.databind.JsonNode rootNode = new
ObjectMapper().readTree(parser);
Iterator<JsonNode> iter = rootNode.iterator();
ObjectNode currentNode;
int t = 0 ;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new ArrayList<>();
while (iter.hasN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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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200 movies to the table.
if (t == 200)
break ;
currentNode = (ObjectNode) iter.next();
int year = currentNode.path("year").asInt();
String title = currentNode.path("title").asText();
String info = currentNode.path("info").toString();
AttributeValue att1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year))
.build();
AttributeValue att2 = AttributeValue.builder()
.s(title)
.build();
AttributeValue att3 = AttributeValue.builder()
.s(info)
.build();
parameters.add(att1);
parameters.add(att2);
parameters.add(att3);
// Insert the movie into the Amazon DynamoDB table.
executeStatementRequest(ddb, sqlStatement, parameters);
System.out.println("Added Movie " +title);

}

}

parameters.remove(att1);
parameters.remove(att2);
parameters.remove(att3);
t++;

public static void getItem(DynamoDbClient ddb) {
String sqlStatement = "SELECT * FROM MoviesPartiQ where year=? and
title=?";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1 = AttributeValue.builder()
.n("2012")
.build();
AttributeValue att2 = AttributeValue.builder()
.s("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
.build();
parameters.add(att1);
parameters.add(att2);
try {
ExecuteStatementResponse response = executeStatementRequest(ddb,
sqlStatement, parameters);
System.out.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
response.toString());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public static void putRecord(DynamoDbClient d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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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sqlStatement = "INSERT INTO MoviesPartiQ VALUE {'year':?,
'title' : ?, 'info' : ?}";
try {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1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20"))
.build();
AttributeValue att2 = AttributeValue.builder()
.s("My Movie")
.build();
AttributeValue att3 = AttributeValue.builder()
.s("No Information")
.build();
parameters.add(att1);
parameters.add(att2);
parameters.add(att3);
executeStatementRequest(ddb, sqlStatement, parameters);
System.out.println("Added new movie.");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public static void updateTableItem(DynamoDbClient ddb){
String sqlStatement = "UPDATE MoviesPartiQ SET info = 'directors\":
[\"Merian C. Cooper\",\"Ernest B. Schoedsack' where year=? and title=?";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1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13"))
.build();
AttributeValue att2 = AttributeValue.builder()
.s("The East")
.build();
parameters.add(att1);
parameters.add(att2);
try {
executeStatementRequest(ddb, sqlStatement, parameters);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Item was updated!");

// Query the table where the year is 2013.
public static void queryTable(DynamoDbClient ddb) {
String sqlStatement = "SELECT * FROM MoviesPartiQ where year = ? ORDER BY
year";
try {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new ArrayList<>();
AttributeValue att1 = AttributeValue.builder()
.n(String.valueOf("2013"))

API 버전 2012-08-10
104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 쿼리
.build();
parameters.add(att1);
// Get items in the table and write out the ID value.
ExecuteStatementResponse response = executeStatementRequest(ddb,
sqlStatement, parameters);
System.out.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
response.toString());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public static void deleteDynamoDBTable(DynamoDbClient ddb, String tableName) {
DeleteTableRequest request = DeleteTableRequest.builder()
.tableName(tableName)
.build();
try {
ddb.deleteTable(request);

}

} catch (DynamoDbException e) {
System.err.println(e.getMessage());
System.exit(1);
}
System.out.println(tableName +" was successfully deleted!");

private static ExecuteStatementResponse executeStatementRequest(DynamoDbClient
ddb, String statement, List<AttributeValue> parameters ) {
ExecuteStatementRequest request = ExecuteStatementRequest.builder()
.statement(statement)
.parameters(parameters)
.build();
}

return ddb.executeStatement(request);

private static void processResults(ExecuteStatementResponse
executeStatementResult) {
System.out.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
executeStatementResult.toString());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 2.x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the DynamoDB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Client } from "@aws-sdk/client-dynamodb";
// Set the AW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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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const REGION = "eu-west-1"; // For example, "us-east-1".
// Create an Amazon DynamoDB service client object.
export const ddbClient = new DynamoDBClient({ region: REGION });

문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 Create a service client module using ES6 syntax.
import { DynamoDBDocumentClient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ddbClient } from "./ddbClient.js";
const 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automatically convert empty strings, blobs, and sets to `null`.
convertEmpty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remove undefined values while marshalling.
removeUndefinedValues: false, // false, by default.
// Whether to convert typeof object to map attribute.
convertClassInstanceToMap: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unmarshallOptions = {
// Whether to return numbers as a string instead of converting them to native
JavaScript numbers.
wrapNumbers: false, // false, by default.
};
const translateConfig = { marshallOptions, unmarshallOptions };
// Create the DynamoDB document client.
const ddbDocClient = DynamoDBDocumentClient.from(ddbClient, translateConfig);
export { ddbDocClient };

단일 항목을 쿼리합니다.
*/
import fs from "fs";
// A practical functional library used to split the data into segments.
import * as R from "ramda";
import { ddbClient } from "../libs/ddbClient.js";
import { ddbDocClient } from "../libs/ddbDocClient.js";
import { BatchWriteCommand } from "@aws-sdk/lib-dynamodb";
import {
CreateTableCommand,
ExecuteStatementCommand,
} from "@aws-sdk/client-dynamodb";
if (process.argv.length < 6) {
console.log(
"Usage: node partiQL_basics.js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n" +
"Example: node partiQL_basics.js Movies 2006 'The Departed' 'New View Films'"
);
}
// Helper function to delay running the code while the AWS service calls wait for
responses.
function wait(ms) {
var start = Date.now();
var end = start;
while (end < start + ms) {
end = Date.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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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
const
const
const

tableName = process.argv[2];
movieTitle1 = process.argv[3];
movieYear1 = process.argv[4];
producer1 = process.argv[5];

export const run = async (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 => {
try {
console.log("Creating table ...");
// Set the parameters.
const params =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title",
AttributeType: "S",
},
{
AttributeName: "year",
AttributeType: "N",
},
],
KeySchema: [
{
AttributeName: "title",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year",
KeyType: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5,
WriteCapacityUnits: 5,
},
TableName: tableName,
};
const data = await ddbClient.send(new CreateTableCommand(params));
console.log("Waiting for table to be created...");
wait(10000);
console.log(
"Table created. Table name is ",
data.TableDescription.TableName
);
try {
// Before you run this example, download 'movies.json' from https://
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GettingStarted.Js.02.html,
// and put it in the same folder as the example.
// Get the movie data parse to convert into a JSON object.
const allMovies = JSON.parse(fs.readFileSync("moviedata.json", "utf8"));
// Split the table into segments of 25.
const dataSegments = R.splitEvery(25, allMovies);
// Loop batch write operation 10 times to upload 250 items.
console.log("Writing movies in batch to table...");
for (let i = 0; i < 10; i++) {
const segment = dataSegments[i];
for (let j = 0; j < 25; j++) {
const params = {
RequestItems: {
[tableName]: [
{
// Destination Amazon DynamoDB table name.
PutRequest: {
Item: {
year: segment[j].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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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segment[j].title,
info: segment[j].info,

},

},

],

},
};
ddbDocClient.send(new BatchWriteCommand(params));

}
}
wait(20000);
console.log("Success, movies written to table.");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 "SELECT *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Parameters: [{ S: movieTitle1 }],
};
console.log("Getting movie....");
console.log("Statement", params.Statement);
const data = await ddbDocClient.send(
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for (let i = 0; i < data.Items.length; i++) {
console.log(
"Success. The query return the following data. Item " + i,
data.Items[i].year,
data.Items[i].title,
data.Items[i].info
);
}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 "DELETE FROM " + tableName + "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await ddbDocClient.send(
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 deleted.");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
"INSERT INTO " + tableName + " value {'title':?, 'year':?}",
Parameters: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await ddbDocClient.send(
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 added.");
try {
const params = {
Statement:
"UPDATE " +
tableName +
" SET Producer=? where title=? and year=?",
Parameters: [
{ S: producer1 },
{ S: movieTitle1 },
{ N: movieYear1 },
],
};
console.log("Updating a single movie...");
await ddbDocClient.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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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ExecuteStatementCommand(params)
);
console.log("Success. Item updated.");
return "Run successfully"; // For unit tests.
} catch (err) {
console.log("Error updating item.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adding items to table.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deleting movie.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getting movie.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adding movies by batch. ", err);
}
} catch (err) {
console.log("Error creating table. ", err);
}
};
run(tableName, movieYear1, movieTitle1, producer1);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JavaScript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suspend fun main(args: Array<String>) {
val usage = """
Usage:
<fileName>
Where:
fileName - The path to the moviedata.json you can download from the
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
"""
if (args.size != 1) {
println(usage)
exitProcess(1)
}
val ddb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
val tableName = "MoviesPartiQ"
// Get the moviedata.json from the Amazon DynamoDB Developer Guide.
val fileName = args[0]
println("Creating an Amazon DynamoDB table named MoviesPartiQ with a key named
id and a sort key named title.")
createTablePartiQL(ddb, tableName, "year")

API 버전 2012-08-10
1051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PartiQL을 사용하여 테이블 쿼리
loadDataPartiQL(ddb, fileName)
println("******* Getting data from the MoviesPartiQ table.")
getMoviePartiQL(ddb)
println("******* Putting a record into the MoviesPartiQ table.")
putRecordPartiQL(ddb)
println("******* Updating a record.")
updateTableItemPartiQL(ddb)
println("******* Querying the movies released in 2013.")
queryTablePartiQL(ddb)

}

println("******* Deleting the MoviesPartiQ table.")
deleteTablePartiQL(tableName)

suspend fun createTablePartiQL(ddb: DynamoDbClient, tableNameVal: String, key:
String) {
val attDef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key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N
}
val attDef1 =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title"
attributeType = ScalarAttributeType.S
}
val keySchemaVal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key
keyType = KeyType.Hash
}
val keySchemaVal1 =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title"
keyType = KeyType.Range
}
val provisionedVal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10
}
val request = CreateTableRequest {
attributeDefinitions = listOf(attDef, attDef1)
keySchema = listOf(keySchemaVal, keySchemaVal1)
provisionedThroughput = provisionedVal
tableName = tableNameVal
}
val response = ddb.createTable(request)
ddb.waitUntilTableExists { // suspend call
tableName = tableNameVal
}
println("The table was successfully created
${response.tableDescription?.tableArn}")

}

suspend
val
'info'
val
val

fun loadDataPartiQL(ddb: DynamoDbClient, fileName: String) {
sqlStatement = "INSERT INTO MoviesPartiQ VALUE {'year':?, 'title' : ?,
: ?}"
parser = JsonFactory().createParser(File(fileName))
rootNode = ObjectMapper().readTree<JsonNode>(pa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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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iter: Iterator<JsonNode> = rootNode.iterator()
var currentNode: ObjectNode
var t = 0
while (iter.hasNext()) {
if (t == 200)
break
currentNode = iter.next() as ObjectNode
val year = currentNode.path("year").asInt()
val title = currentNode.path("title").asText()
val info = currentNode.path("info").toString()
val parameters: MutableList<AttributeValue> = ArrayList<AttributeValue>()
parameters.add(AttributeValue.N(year.toString()))
parameters.add(AttributeValue.S(title))
parameters.add(AttributeValue.S(info))

}

}

executeStatementPartiQL(ddb, sqlStatement, parameters)
println("Added Movie $title")
parameters.clear()
t++

suspend fun getMoviePartiQL(ddb: DynamoDbClient) {
val sqlStatement = "SELECT * FROM MoviesPartiQ where year=? and title=?"
val parameters: MutableList<AttributeValue> = ArrayList<AttributeValue>()
parameters.add(AttributeValue.N("2012"))
parameters.add(AttributeValue.S("The Perks of Being a Wallflower"))
val response = executeStatementPartiQL(ddb, sqlStatement, parameters)
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response")
}
suspend fun putRecordPartiQL(ddb: DynamoDbClient) {
val sqlStatement = "INSERT INTO MoviesPartiQ VALUE {'year':?, 'title' : ?,
'info' : ?}"
val parameters: MutableList<AttributeValue> = java.util.ArrayList()
parameters.add(AttributeValue.N("2020"))
parameters.add(AttributeValue.S("My Movie"))
parameters.add(AttributeValue.S("No Info"))
executeStatementPartiQL(ddb, sqlStatement, parameters)
println("Added new movie.")

}

suspend fun updateTableItemPartiQL(ddb: DynamoDbClient) {
val sqlStatement = "UPDATE MoviesPartiQ SET info = 'directors\":[\"Merian C.
Cooper\",\"Ernest B. Schoedsack\' where year=? and title=?"
val parameters: MutableList<AttributeValue> = java.util.ArrayList()
parameters.add(AttributeValue.N("2013"))
parameters.add(AttributeValue.S("The East"))
executeStatementPartiQL(ddb, sqlStatement, parameters)
println("Item was updated!")
}
// Query the table where the year is 2013.
suspend fun queryTablePartiQL(ddb: DynamoDbClient) {
val sqlStatement = "SELECT * FROM MoviesPartiQ where year = ?"

}

val parameters: MutableList<AttributeValue> = java.util.ArrayList()
parameters.add(AttributeValue.N("2013"))
val response = executeStatementPartiQL(ddb, sqlStatement, parameters)
println("ExecuteStatement successful: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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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d fun deleteTablePartiQL(tableNameVal: String) {
val request =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Val
}

}

DynamoDbClient { region = "us-east-1" }.use { ddb ->
ddb.deleteTable(request)
println("$tableNameVal was deleted")
}

suspend fun executeStatementPartiQL(
ddb: DynamoDbClient,
statementVal: String,
parametersVal: List<AttributeValue>
): ExecuteStatementResponse {
val request = ExecuteStatementRequest {
statement = statementVal
parameters = parametersVal
}
}

return ddb.executeStatement(request)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Kotlin용 SDK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PHP
PHP용 SDK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namespace DynamoDb\PartiQL_Basics;
use Aws\DynamoDb\Marshaler;
use DynamoDb;
use DynamoDb\DynamoDBAttribute;
class GettingStartedWithPartiQL
{
public function run()
{
echo("--------------------------------------\n");
print("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 PartiQL getting started demo using
PHP!\n");
echo("--------------------------------------\n");
$uuid = uniqid();
$service = new DynamoDb\DynamoDBService();
$tableName = "partiql_demo_table_$uuid";
$service->createTable(
$tableName,
[
new DynamoDBAttribute('year', 'N', 'HASH'),
new DynamoDBAttribute('title', 'S', '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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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ho "Waiting for table...";
$service->dynamoDbClient->waitUntil("TableExists", ['TableName' =>
$tableName]);
echo "table $tableName found!\n";
echo "What's the name of the last movie you watched?\n";
while (empty($movieName)) {
$movieName = testable_readline("Movie name: ");
}
echo "And what year was it released?\n";
$movieYear = "year";
while (!is_numeric($movieYear) || intval($movieYear) != $movieYear) {
$movieYear = testable_readline("Year released: ");
}
$key = [
'Item' => [
'year' => [
'N' => "$movieYear",
],
'title' => [
'S' => $movieName,
],
],
];
list($statement, $parameters) = $service>buildStatementAndParameters("INSERT", $tableName, $key);
$service->insertItemByPartiQL($statement, $parameters);
echo "How would you rate the movie from 1-10?\n";
$rating = 0;
while (!is_numeric($rating) || intval($rating) != $rating || $rating < 1 ||
$rating > 10) {
$rating = testable_readline("Rating (1-10): ");
}
echo "What was the movie about?\n";
while (empty($plot)) {
$plot = testable_readline("Plot summary: ");
}
$attributes = [
new DynamoDBAttribute('rating', 'N', 'HASH', $rating),
new DynamoDBAttribute('plot', 'S', 'RANGE', $plot),
];
list($statement, $parameters) = $service>buildStatementAndParameters("UPDATE", $tableName, $key, $attributes);
$service->updateItemByPartiQL($statement, $parameters);
echo "Movie added and updated.\n";

$batch = json_decode(loadMovieData());
$service->writeBatch($tableName, $batch);
$movie = $service->getItemByPartiQL($tableName, $key);
echo "\nThe movie {$movie['Items'][0]['title']['S']} was released in
{$movie['Items'][0]['year']['N']}.\n";
echo "What rating would you like to give {$movie['Items'][0]['title']
['S']}?\n";
$rating = 0;
while (!is_numeric($rating) || intval($rating) != $rating || $rating < 1 ||
$rating > 10) {
$rating = testable_readline("Rating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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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 [
new DynamoDBAttribute('rating', 'N', 'HASH', $rating),
new DynamoDBAttribute('plot', 'S', 'RANGE', $plot)
];
list($statement, $parameters) = $service>buildStatementAndParameters("UPDATE", $tableName, $key, $attributes);
$service->updateItemByPartiQL($statement, $parameters);
$movie = $service->getItemByPartiQL($tableName, $key);
echo "Okay, you have rated {$movie['Items'][0]['title']['S']} as a
{$movie['Items'][0]['rating']['N']}\n";
$service->deleteItemByPartiQL($statement, $parameters);
echo "But, bad news, this was a trap. That movie has now been deleted
because of your rating...harsh.\n";
echo "That's okay though. The book was better. Now, for something lighter,
in what year were you born?\n";
$birthYear = "not a number";
while (!is_numeric($birthYear) || $birthYear >= date("Y")) {
$birthYear = testable_readline("Birth year: ");
}
$birthKey = [
'Key' => [
'year' => [
'N' => "$birthYear",
],
],
];
$result = $service->query($tableName, $birthKey);
$marshal = new Marshaler();
echo "Here are the movies in our collection released the year you were
born:\n";
$oops = "Oops! There were no movies released in that year (that we know
of).\n";
$display = "";
foreach ($result['Items'] as $movie) {
$movie = $marshal->unmarshalItem($movie);
$display .= $movie['title'] . "\n";
}
echo ($display) ?: $oops;
$yearsKey = [
'Key' => [
'year' => [
'N' => [
'minRange' => 1990,
'maxRange' => 1999,
],
],
],
];
$filter = "year between 1990 and 1999";
echo "\nHere's a list of all the movies released in the 90s:\n";
$result = $service->scan($tableName, $yearsKey, $filter);
foreach ($result['Items'] as $movie) {
$movie = $marshal->unmarshalItem($movie);
echo $movie['title'] . "\n";
}

}

}

echo "\nCleaning up this demo by deleting table $tableName...\n";
$service->deleteTable($tableName);

public function insertItemByPartiQL(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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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public function getItemByPartiQL(string $tableName, array $key): Result
{
list($statement, $parameters) = $this>buildStatementAndParameters("SELECT", $tableName, $key['Item']);

}

return $this->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Statement' => $statement,
]);

public function updateItemByPartiQL(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public function deleteItemByPartiQL(string $statement, array $parameters)
{
$this->dynamoDbClient->executeStatement([
'Statement' => $statement,
'Parameters' => $parameters,
]);
}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AWS SDK for PHP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요.
Python
Python용 SDK(Boto3)

Tip
이 예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GitHub를 참조하세요.
PartiQL 문을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from decimal import Decimal
import logging
from pprint import pprint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from scaffold import Scaffold
logger = logging.getLogger(__name__)
class PartiQLWrapper:
"""
Encapsulates a DynamoDB resource to run PartiQL statements.
"""
def __init__(self, dyn_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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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 dyn_resource: A Boto3 DynamoDB resource.
"""
self.dyn_resource = dyn_resource

to

def run_partiql(self, statement, params):
"""
Runs a PartiQL statement. A Boto3 resource is used even though
`execute_statement` is called on the underlying `client` object because the
resource transforms input and output from plain old Python objects (POPOs)
the DynamoDB format. If you create the client directly, you must do these
transforms yourself.

:param statement: The PartiQL statement.
:param params: The list of PartiQL parameters. These are applied to the
statement in the order they are listed.
:return: The items returned from the statement, if any.
"""
try:
output = self.dyn_resource.meta.client.execute_statement(
Statement=statement, Parameters=params)
except ClientError as err:
if err.response['Error']['Code'] == 'ResourceNotFoundException':
logger.error(
"Couldn't execute PartiQL '%s' because the table does not
exist.",
statement)
else:
logger.error(
"Couldn't execute PartiQL '%s'. Here's why: %s: %s", statement,
err.response['Error']['Code'], err.response['Error']
['Message'])
raise
else:
return output

테이블을 생성하고 PartiQL 쿼리를 실행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def run_scenario(scaffold, wrapper, table_name):
logging.basicConfig(level=logging.INFO, format='%(levelname)s: %(message)s')
print('-'*88)
print("Welcome to the Amazon DynamoDB PartiQL single statement demo.")
print('-'*88)
print(f"Creating table '{table_name}' for the demo...")
scaffold.create_table(table_name)
print('-'*88)
title = "24 Hour PartiQL People"
year = datetime.now().year
plot = "A group of data developers discover a new query language they can't
stop using."
rating = Decimal('9.9')
print(f"Inserting movie '{title}' released in {year}.")
wrapper.run_partiql(
f"INSERT INTO \"{table_name}\" VALUE {{'title': ?, 'year': ?, 'info': ?}}",
[title, year, {'plot': plot, 'rating': rating}])
print("Success!")
print('-'*88)
print(f"Getting data for movie '{title}' released in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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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 wrapper.run_partiql(
f"SELECT * FROM \"{table_name}\" WHERE title=? AND year=?", [title, year])
for item in output['Items']:
print(f"\n{item['title']}, {item['year']}")
pprint(output['Items'])
print('-'*88)
rating = Decimal('2.4')
print(f"Updating movie '{title}' with a rating of {float(rating)}.")
wrapper.run_partiql(
f"UPDATE \"{table_name}\" SET info.rating=? WHERE title=? AND year=?",
[rating, title, year])
print("Success!")
print('-'*88)
print(f"Getting data again to verify our update.")
output = wrapper.run_partiql(
f"SELECT * FROM \"{table_name}\" WHERE title=? AND year=?", [title, year])
for item in output['Items']:
print(f"\n{item['title']}, {item['year']}")
pprint(output['Items'])
print('-'*88)
print(f"Deleting movie '{title}' released in {year}.")
wrapper.run_partiql(
f"DELETE FROM \"{table_name}\" WHERE title=? AND year=?", [title, year])
print("Success!")
print('-'*88)
print(f"Deleting table '{table_name}'...")
scaffold.delete_table()
print('-'*88)
print("\nThanks for watching!")
print('-'*88)
if __name__ == '__main__':
try:
dyn_res = boto3.resource('dynamodb')
scaffold = Scaffold(dyn_res)
movies = PartiQLWrapper(dyn_res)
run_scenario(scaffold, movies, 'doc-example-table-partiql-movies')
except Exception as e:
print(f"Something went wrong with the demo! Here's what: {e}")

• API에 대한 세부 정보는 Python용 AWS SDK(Boto3) API 참조의 ExecuteStatement를 참조하세
요.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한 DynamoDB용 교차 서비스 예제
다음 샘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를 다른 AWS 서비스와 결합합니다. 각 예
제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는 GitHub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예
•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구축 (p. 1060)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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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데이터를 추적하는 API Gateway REST API 생성 (p. 1061)
•
•
•
•
•

Step Functions를 사용하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생성 (p. 1061)
DynamoDB 데이터를 추적하는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 생성 (p. 1062)
API Gateway를 사용하여 WebSocket 채팅 애플리케이션 생성 (p. 1064)
AWS SDK를 사용하여 Amazon Rekognition을 통해 이미지에서 PPE 감지 (p. 1064)
브라우저에서 Lambda 함수 호출 (p. 1065)

• AWS SDK를 사용하여 EXIF 및 기타 이미지 정보 저장 (p. 1066)
• API Gateway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호출 (p. 1066)
• Step Functions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호출 (p. 1067)
• 예약된 이벤트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호출 (p. 1068)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를 제출하기 위한 애플리
케이션 구축
다음 코드 예제는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때 알려
주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ava
Java 2.x용 SDK
Amazon DynamoDB Java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출하고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Java API를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SNS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이 예제에서는 사용자가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를 사용하여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앱을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는 AWS SDK for JavaScript v3 개발자 안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SNS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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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 Kotlin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제출하고 Amazon SNS Kotlin API를 사용하
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본 Android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SNS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OVID-19 데이터를 추적하는 API Gateway REST API
생성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가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의 일별 COVID-19 발생 현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시뮬
레이션하는 REST API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Python
Python용 SDK(Boto3)
AWS SDK for Python (Boto3)와 함께 AWS Chalice를 사용하여 Amazon API Gateway, AWS
Lambda 및 Amazon DynamoDB를 사용하는 서버리스 REST API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REST API로 가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의 일별 COVID-19 발생 현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시뮬
레이션합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 AWS Chalice를 사용하여 API Gateway를 통해 들어오는 REST 요청을 처리하도록 호출되는
Lambda 함수의 경로를 정의합니다.
• Lambda 함수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DynamoDB 테이블에 저장하여 REST 요청을 처리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테이블 구조 및 보안 역할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 AWS Chalice 및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패키징하고 배포합니다.
•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API Gateway
• AWS CloudFormation
• DynamoDB
• Lambda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tep Functions를 사용하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생성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메시지 레코드를 검색하는 AWS Step Functions 메신저 애
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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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Python용 SDK(Boto3)
AWS Step Functions를 AWS SDK for Python (Boto3)와 함께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테이블
에서 메시지 레코드를 검색하고 Amazon Simple Queue Service(Amazon SQS)를 통해 전송하는 메
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상태 머신은 AWS Lambda 함수와 통합되어 데
이터베이스에서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를 스캔합니다.
•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메시지 레코드를 검색하고 업데이트하는 상태 머신을 생성합니
다.
• 상태 머신 정의를 업데이트하여 메시지를 Amazon Simple Queue Service(Amazon SQS)에도 전
송합니다.
• 상태 머신의 실행을 시작하고 중지합니다.
• 서비스 통합을 사용하여 상태 머신에서 Lambda, DynamoDB 및 Amazon SQS에 연결합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Lambda
• Amazon SQS
• Step Functions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ynamoDB 데이터를 추적하는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
생성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작업 항목을 추적하고 보고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ET
AWS SDK for .NET
Amazon DynamoDB .NET API를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데이터를 추적하는 동적 웹 애플리케
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SES
Java
Java 2.x용 SDK
Amazon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데이터를 추적하는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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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SES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Amazon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데이터를 추적하는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SES
Kotlin
Kotlin용 SDK

Note
이 시험판 설명서는 미리 보기 버전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Amazon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데이터를 추적하는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SES
Python
Python용 SDK(Boto3)
AWS SDK for Python (Boto3)을(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에서 작업 항목을 추적하고
Amazon Simple Email Service(Amazon SES)를 통해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웹 애플리케이션
생성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Flask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로컬 웹 사이트를 호스팅
하고 템플릿 웹 페이지를 렌더링합니다.
• AWS 서비스를 통해 Flask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합니다.
• DynamoDB 테이블의 항목을 나열, 추가, 업데이트 및 삭제합니다.
• Amazon SES를 사용하여 필터링된 작업 항목에 대한 이메일 보고서를 보냅니다.
• 권한을 제한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포함한 AWS 요청을 만듭
니다.
• 포함된 AWS CloudFormation 스크립트를 통해 예제 리소스를 배포하고 관리합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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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SES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PI Gateway를 사용하여 WebSocket 채팅 애플리케이
션 생성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mazon API Gateway 기반의 WebSocket API에서 제공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생
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Python
Python용 SDK(Boto3)
Amazon API Gateway V2와 함께 AWS SDK for Python (Boto3)를 사용하여 AWS Lambda 및
Amazon DynamoDB와 통합되는 WebSocket API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API Gateway에서 제공되는 WebSocket API를 생성합니다.
• DynamoDB에 연결을 저장하고 다른 채팅 참가자에게 메시지를 게시하는 Lambda 핸들러를 정의
합니다.
• WebSocket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고 WebSocket 패키지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합니
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API Gateway
• DynamoDB
• Lambda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Amazon Rekognition을 통해 이
미지에서 PPE 감지
다음 코드 예제는 Amazon Rekognition을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개인 보호 장비(PPE)를 감지하는 앱을 구축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ava
Java 2.x용 SDK
개인 보호 장비로 이미지를 감지하는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Rekognition
• Amazon S3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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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SES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AWS SDK for JavaScript로 Amazon Rekognition을 사용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있는 이미지에서 개인 보호 장비(PPE)를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앱은 결과를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저장하고 Amazon
Simple Email Service(Amazon SES)를 사용하여 결과와 함께 이메일 알림을 관리자에게 보냅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 Amazon Cognito를 사용하여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 Amazon Rekognition을 사용하여 PPE용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 Amazon SES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 DynamoDB 테이블을 결과로 업데이트합니다.
• Amazon SES를 사용하여 이메일 알림을 전송합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Rekognition
• Amazon S3
• Amazon SES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Lambda 함수 호출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브라우저에서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avaScript
JavaScript V2용 SDK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 선택 사항으로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브라우저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Lambda
JavaScript V3용 SDK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 선택 사항으로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브라우저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AWS SDK for JavaScript v3를 사용합
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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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Lambda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DK를 사용하여 EXIF 및 기타 이미지 정보 저장
다음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JPG, JPEG 또는 PNG 파일에서 EXIF 정보를 가져옵니다.
• 이미지 파일을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 Amazon Rekognition(Amazon Rekognition)을 사용하여 파일에서 3가지 주요 속성(Amazon Rekognition의
레이블)을 파악합니다.
• EXIF 및 레이블 정보를 리전의 Amazon DynamoDB(DynamoDB)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Rust
Rust용 SDK

Note
이 설명서는 평가판 버전 SDK에 관한 것입니다. SDK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덕션에서 사
용해서는 안 됩니다.
JPG, JPEG 또는 PNG 파일에서 EXIF 정보를 가져오고, 이미지 파일을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버킷에 업로드하며, Amazon Rekognition을 사용하여 파일에서 3가지 주요 속성(Amazon
Rekognition의 레이블)을 파악한 후 EXIF 및 레이블 정보를 리전의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Amazon Rekognition
• Amazon S3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PI Gateway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호출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mazon API Gateway에서 호출하여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Java
Java 2.x용 SDK
Lambda Java 런타임 API를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
에서는 특정 사용 사례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AWS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Amazon
API Gateway에서 호출한 Lambda 함수를 생성하여 작업 기념일에 대한 Amazon DynamoDB 테이
API 버전 2012-08-10
106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Step Functions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호출

블을 스캔하고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1주년 기
념일을 축하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API Gateway
• DynamoDB
• Lambda
• Amazon SNS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Lambda JavaScript 런타임 API를 사용하여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이 예제에서는 특정 사용 사례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AWS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이 예제에
서는 Amazon API Gateway에서 호출한 Lambda 함수를 생성하여 작업 기념일에 대한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스캔하고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를 사용하여 직
원에게 1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는 AWS SDK for JavaScript v3 개발자 안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API Gateway
• DynamoDB
• Lambda
• Amazon SNS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tep Functions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호출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WS Lambda 함수 시퀀스를 호출하는 AW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을 생성하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Java
Java 2.x용 SDK
AWS Step Functions 및 AWS SDK for Java 2.x을(를) 사용하여 AWS 서버리스 워크플로를 생성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각 워크플로 단계는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Lambda
• Amazon SES
• Step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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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AWS Step Functions 및 AWS SDK for JavaScript을(를) 사용하여 AWS 서버리스 워크플로를 생성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각 워크플로 단계는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Lambda는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컴퓨팅 서비스입
니다. Step Functions는 Lambda 함수와 기타 AWS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는 서버리스 오케스트레
이션 서비스로,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합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는 AWS SDK for JavaScript v3 개발자 안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Lambda
• Amazon SES
• Step Functions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약된 이벤트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호출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Amazon EventBridge의 예약된 이벤트에 의해 호출된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ava
Java 2.x용 SDK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Amazon EventBridge 예약된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Lambda 함수가 호출될 때 cron 표현식을 사용하여 일정을 예약하도록 EventBridge를 구성합니
다. 이 예제에서는 Lambda Java 런타임 API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생성합니다. 이 예제에서
는 특정 사용 사례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AWS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1주년 기념일
에 직원에게 축하하는 모바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앱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EventBridge
• Lambda
• Amazon SNS
JavaScript
JavaScript V3용 SDK
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Amazon EventBridge 예약된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Lambda 함수가 호출될 때 cron 표현식을 사용하여 일정을 예약하도록 EventBridge를 구성합니
다. 이 예제에서는 Lambda JavaScript 런타임 API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생성합니다. 이 예제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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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특정 사용 사례를 수행하는 서로 다른 AWS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1주년 기
념일에 직원에게 축하하는 모바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앱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체 소스 코드와 설정 및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GitHub에서 전체 예제를 참조하세요.
이 예제는 AWS SDK for JavaScript v3 개발자 안내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 DynamoDB
• EventBridge
• Lambda
• Amazon SNS
AWS SDK 개발자 가이드 및 코드 예제의 전체 목록은 AWS SDK와 함께 DynamoDB 사용 (p. 151)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에는 시작하기에 대한 정보와 이전 SDK 버전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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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의 보안 및 규정
준수
AW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매우 민감한 조직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AWS와 귀하의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모델은 이 사항을 클라우드 내 보안 및 클라우드의 보안
으로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드 파티 감사자는 정기적으로 AWS 규정 준수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보안 효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DynamoDB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의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귀하의 책임은 귀하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
도, 조직의 요구 사항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DynamoDB 사용 시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에
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표를 충족하도록 DynamoDB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DynamoDB 리
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주제
• DynamoDB의 데이터 보호 (p. 1070)
• ID 및 액세스 관리 (p. 1079)
• DynamoDB에 대한 업종별 규정 준수 확인 (p. 1108)
• Amazon DynamoDB의 복원성 및 재해 복구 (p. 1108)
• Amazon DynamoDB의 인프라 보안 (p. 1109)
• Amazon DynamoDB의 구성 및 취약성 분석 (p. 1115)
• Amazon DynamoDB 보안 모범 사례 (p. 1116)

DynamoDB의 데이터 보호
Amazon DynamoDB에서는 미션 크리티컬 및 기본 데이터 스토리지에 적합하게 설계된, 내구성이 뛰어난 스
토리지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Amazon DynamoDB 리전의 여러 시설에 걸쳐 여러 디바이스에 중복
저장됩니다.
DynamoDB는 저장된 유휴 사용자 데이터뿐 아니라 온프레미스 클라이언트와 DynamoDB 간, DynamoDB와
동일 AWS 리전의 기타 AWS 리소스 간에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주제
•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1070)
• DynamoDB Accelerator의 데이터 보호 (p. 1078)
• 인터네트워크 트래픽 개인 정보 보호 (p. 1078)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
Amazon DynamoDB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저장 중 완전히 암호화됩니다.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에 저장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모든 저장 중 데이터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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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암호화하여 향상된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중요한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운영 부담 및 복
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장 시 암호화를 사용하면 엄격한 암호화 규정 준수 및 규제 요구 사항이 필요한,
보안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내구성이 뛰어난 미디어에 데이가 저장될 때마다 기본 키, 로컬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 스트림, 전역 테이블, 백업,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를 암호
화된 테이블에서 보호하여 추가 데이터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 조직의 정책, 업계나 정부 규범 및 규정 준
수 요건에 따라 유휴 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보안을 강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휴 시 암호화는 테이블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를 관리하기 위해 AWS KMS와 통합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념을 참조
하세요.
새 테이블을 만들 때 다음 AWS KMS keys 중 하나를 선택하여 테이블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 AWS 소유 키 - 기본 암호화 유형 키는 DynamoDB가 소유합니다(추가 비용 없음).
• AWS 관리형 키 - 이 키는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고 AWS KMS에 의해 관리됩니다(AWS KMS 비용 적용).
• 고객 관리형 키 - 사용자의 계정에 키가 저장되며 사용자가 생성, 소유,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키에 대해 사
용자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AWS KMS 비용 적용).

Note
저장 중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하고 새 DAX 클러스터를 생성할 경우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서 저장 중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된 테이블에 액세스하면 DynamoDB가 테이블 데이터를 투명하게 해독합니다. 언제든지 AWS 소유
키, AWS 관리형 키 및 고객 관리형 키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테이블을 사용 또는 관리하기 위
해 코드나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DynamoDB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한 자릿수 밀리초 지
연 시간을 계속해서 제공하며 모든 DynamoDB 쿼리가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Amazon DynamoDB API를 사
용하여 기존 테이블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암호화 키를 전환할 때 암호화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방법은 DynamoDB의 암호화된 테이블 관리 (p. 107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소유 키를 사용한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AWS 관리형 키 및 고객 관
리형 키에 대해서는 AWS KMS 비용이 부과됩니다.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MS 요금을 참조하세
요.
DynamoDB 저정 데이터 암호화는 AWS 중국(베이징), AWS 중국(닝샤), AWS GovCloud(미국)를 포함한 모
든 AWS 리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장 데이터 암호화: 작동 방식 (p. 1071) 및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 사용 참고 사항 (p. 1073) 단원을 참조하세요.

저장 데이터 암호화: 작동 방식
Amazon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256비트 고급 암호화 표준(AES-256)에 따라 데이터를 암호화하
여 기본 스토리지에 대한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휴 시 암호화는 테이블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를 관리하기 위해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와 통합됩니다.
새 테이블을 만들거나 기존 테이블의 암호화 키를 전환할 때 다음 AWS KMS key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AWS 소유 키 - 기본 암호화 유형. 키는 DynamoDB가 소유합니다(추가 비용 없음).
• AWS 관리형 키 - 이 키는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고 AWS KMS에 의해 관리됩니다(AWS KMS 비용 적용).
• 고객 관리형 키 - 사용자의 계정에 키가 저장되며 사용자가 생성, 소유, 관리하는 유형입니다. 키에 대해 사
용자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AWS KMS 비용 적용).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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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소유 키
AWS 소유 키는 AWS 계정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AWS가 여러 AWS 계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유 및
관리하는 KMS 키 모음의 일부입니다. AWS 서비스는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는 AWS 소유 키를 확인, 관리 또는 사용하거나 사용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키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수행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별 요금 또는 AWS 소유 키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계정의 AWS KMS 할당량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AWS 관리형 키
AWS 관리형 키는 AWS KMS와 통합된 AWS 서비스가 고객의 계정에서 고객 대신 생성, 관리 및 사용하는
KMS 키입니다. 계정에서 AWS 관리형 키를 확인하고 키 정책을 확인하며, AWS CloudTrail 로그에서 사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KMS 키를 관리하거나 이들의 권한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 중 데이터 암호화는 테이블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DynamoDB(aws/dynamodb)용 AWS 관리형 키
를 관리하기 위해 AWS KMS와 자동으로 통합됩니다. 암호화된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할 때 AWS 관리
형 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AWS KMS에서 새 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키는 향후 생성되는 암호화된
테이블에 사용됩니다. AWS KMS는 클라우드에 맞게 조정된 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가용
성이 높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합니다.
AWS 관리형 키 권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WS 관
리형 키 사용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고객 관리형 키
고객 관리형 키는 사용자가 생성, 소유 및 관리하는 AWS 계정의 KMS 키입니다. 사용자는 키 정책 설정 및
관리, IAM 정책, 권한 부여, 활성화 및 비활성화, 암호화 구성 요소 교체, 태그 추가, CMK를 가리키는 별칭 생
성 및 삭제를 위한 KMS 예약 등을 포함해 KMS 키에 대한 완전한 제어 권한을 가집니다. 고객 관리형 키의 권
한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 관리형 키 정책을 참조하세요.
고객 관리형 키를 테이블 수준 암호화 키로 지정하면 DynamoDB 테이블, 로컬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 스트
림은 동일한 고객 관리형 키로 암호화됩니다. 온디맨드 백업은 백업이 생성되는 당시에 지정된 테이블 수준
암호화 키로 암호화됩니다. 테이블 수준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하더라도 기존 온디맨드 백업과 연계된 암호화
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객 관리형 키의 상태를 비활성화로 설정하거나 삭제를 예약하면 모든 사용자와 DynamoDB 서비스가 데이
터를 암호화 또는 암호 해독하고 테이블에서 읽고 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DynamoDB는 사용자가
테이블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하고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 관리형 키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를 예약한 경우에는 테이블 상태가 Inaccessible(접근 불가)로 바뀌게
됩니다. 테이블에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7일 안에 DynamoDB 액세스를 지정된 암호화 키에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암호화 키가 접근 불가 상태인 것을 탐지하면 바로 DynamoDB는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이메일 공지를 보냅니다.

Note
• 7일 이상 고객 관리형 키가 DynamoDB 서비스에 접근 불가 상태가 되면 테이블은 아카이브 상태
로 넘어가며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DynamoDB는 사용자의 테이블에 대해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이 온디맨드 백업을 새로운 테이블에 데이터를 복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원을 시작하려면 테이블에 대한 최종 고객 관리형 키가 활성화되
어야 하며, DynamoDB는 이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글로벌 테이블 복제본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고객 관리형 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DynamoDB는 복제 그룹에서 이 복제본을 제거합니다. 고객 관리형 키를 액세스할 수 없는 것으
로 감지하고 20시간 후 복제본이 삭제되지 않고 이 리전에서와 이 리전으로의 복제가 중지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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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관리형 키 사용 시 참고 사항
Amazon DynamoDB는 AWS KMS 계정에 저장된 KMS 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테이블 데이터를 읽
을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봉투 암호화 및 키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AWS KMS
암호화 키는 이 키 계층 구조의 루트 키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봉투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AWS CloudTrail 및 Amazon CloudWatch Logs를 사용하여 DynamoDB가 사용자 대신 AWS KMS로 전송하
는 요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DynamoDB
와 AWS KMS 상호작용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DynamoDB는 모든 DynamoDB 작업에 대해 AWS KMS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활성 트래픽을 통한 클라이언
트 연결당 5분마다 키가 새로 고침됩니다.
연결을 재사용하도록 SDK를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각 DynamoDB 작업에 대
해 새 AWS KMS 캐시 항목을 다시 설정해야 하므로 DynamoDB에서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AWS KMS 및 CloudTrail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ode.js SDK를 사용하여 이 작업
을 수행하려면 keepAlive를 켠 상태에서 새 HTTPS 에이전트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JavaScript 개발자 안내서에서 Node.js에서 maxSockets 구성을 참조하세요.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 사용 참고 사항
Amazon DynamoDB에서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사용할 때 다음을 고려하세요.

모든 테이블 데이터는 암호화됩니다.
서버 측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모든 DynamoDB 테이블에서 활성화되며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에
서 항목의 하위 집합만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DynamoDB는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이전에는 암호화되지
않았던 모든 기존 테이블을 암호화합니다.
유휴 시 암호화는 영구 스토리지 미디어에서 정적(유휴) 상태인 데이터만 암호화합니다. 전송 중인 데이터 또
는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전송 중인 데이터: DAX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DynamoDB의 모든 데이터는 전송 중에 암호화됩니다. 기본
적으로 DynamoDB와의 통신은 보안 소켓 계층(SSL)/전송 계층 보안(TLS) 암호화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
래픽을 보호하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 사용 중인 데이터: DynamoDB에 보내기 전에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Encryption Client 개발자 안내서의 클라이언트 측 및 서버 측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암호화된 테이블에서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스트림은 항상 테이블 수준 암호화 키로 암
호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백업은 암호화되고 이 백업에서 복원되는 테이블도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백업 데이터
를 암호화하기 위해 AWS 소유 키, AWS 관리형 키 또는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DynamoDB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사용 (p. 629) 섹션을 참조하세요.
로컬 보조 인덱스와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베이스 테이블과 동일한 키를 사용해 암호화됩니다.

암호화 유형
Note
고객 관리형 키(CMK)는 글로벌 테이블 버전 2017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DynamoDB 글로벌 테이
블에서 CMK를 사용하려면 테이블을 글로벌 테이블 버전 2019로 업그레이드하고 사용 설정해야 합
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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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WS 관리형 키 또는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암
호화 유형은 KMS입니다. AWS 소유 키를 사용할 경우 암호화 유형은 DEFAULT입니다. Amazon DynamoDB
API에서 AWS 관리형 키 또는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암호화 유형은 KMS입니다.
암호화 유형이 없을 경우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언제든지 AWS 소유 키, AWS
관리형 키 및 고객 관리형 키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콘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Amazon DynamoDB API를 사용해 암호화 키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제한을 유의하세요.
•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에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745) 섹션을 참조하세요.
• 트랜잭션을 사용하는 테이블을 암호화하기 위해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랜잭션
전파의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트랜잭션 요청의 복사본이 서비스에 의해 임시로 저장되고 AWS 소유 키
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에서 커밋된 데이터는 항상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저장 중 암호화됩니다.
• Contributor Insights를 사용하는 테이블을 암호화하기 위해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mazon CloudWatch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AWS 소유 키로 암호화됩니다.
• 새 고객 관리형 키로 전환하는 경우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원래 키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
니다. AWS에서 새 키로 암호화하기 전에 데이터를 해독하기 위해 원래 키가 필요합니다. 테이블의
SSEDescription 상태가 활성화되고 새 고객 관리형 키의 KMSMasterKeyArn이 표시되면 프로세스가 완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원래 키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새 고객 관리 키가 표시되면 테이블과 모든 새 온디맨드 백업이 새 키로 암호화됩니다.
• 기존 온디맨드 백업은 백업이 생성될 때 사용된 고객 관리 키로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백업
을 복원하려면 동일한 키가 필요합니다. DescripbeBackup API를 사용하여 해당 백업의 SSEDescription을
확인하여 각 백업이 생성된 기간의 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고객 관리형 키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를 예약하는 경우 DynamoDB Streams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24시
간 수명이 적용됩니다. 24시간이 지날 경우 모든 회수되지 않은 데이터는 트리밍 권한이 주어집니다.
• 고객 관리형 키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를 예약한 경우에는 유지 시간(TTL) 삭제가 30분간 진행됩니다. 이
러한 TTL 삭제는 DynamoDB Streams로 계속 방출되며 표준 트리밍/보존 간격이 적용됩니다.

DynamoDB의 암호화된 테이블 관리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해 새로운 테이블에 암호
화 키를 지정하고 Amazon DynamoDB에 있는 기존 테이블의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새 테이블에 대한 암호화 키 지정 (p. 1074)
• 암호화 키 업데이트 (p. 1076)

새 테이블에 대한 암호화 키 지정
Amazon DynamoDB 콘솔 또는 AWS CLI를 이용해 새로운 테이블에 암호화 키를 지정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암호화된 테이블 생성(콘솔)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Tables]를 선택합니다.

3.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테이블 이름에 Music을 입력합니다. 기본 키의 경우
Artist를, 정렬 키의 경우 SongTitle을 각각 문자열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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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Settings)에서 설정 사용자 지정(Customize settings)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ote
기본 설정 사용을 선택한 경우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무료로 테이블이 저장 중 암호화됩니
다.
5.

Encryption at rest(유휴 시 암호화)에서 암호화 유형을 선택합니다.
• Amazon DynamoDB에서 소유합니다. AWS KMS 키는 DynamoDB에서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이 키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AWS 관리형 키 키 별칭: aws/dynamodb. 이 키는 계정에 저장되고 AWS Key Management Service
에서 관리합니다(AWS KMS). AWS KMS 비용이 적용됩니다.
• 계정에 저장되며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이 키는 계정에 저장되고 AWS Key Management
Service에서 관리합니다(AWS KMS). AWS KMS 비용이 적용됩니다.

Note
자체 키 소유 및 관리를 선택하는 경우 KMS 키 정책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키 정책을 참조하세요.
6.

테이블 생성(Create table)을 선택하여 암호화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암호화 유형을 확인하려면 개요
(Overview) 탭의 테이블 세부 정보를 클릭하고 추가 세부 정보(Additional details) 섹션을 검토합니다.

암호화된 테이블 생성(AWS CLI)
AWS CLI를 사용해 Amazon DynamoDB용 기본 AWS 소유 키, AWS 관리형 키 또는 고객 관리형 키가 있는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기본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

다음과 같이 암호화된 Music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Note
이 테이블은 이제 DynamoDB 서비스 계정에서 기본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DynamoDB용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

다음과 같이 암호화된 Music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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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
--sse-specification Enabled=true,SSEType=KMS

테이블 설명의 SSEDescription 상태는 ENABLED로 설정되고 SSEType은 KMS입니다.
"SSEDescription": {
"SSEType": "KMS",
"Status": "ENABLED",
"KMSMasterKeyArn":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

DynamoDB용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테이블을 생성하려면
•

다음과 같이 암호화된 Music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aws dynamodb create-table \
--table-name Music \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Artist,AttributeType=S \
AttributeName=SongTitle,AttributeType=S \
--key-schema \
AttributeName=Artist,KeyType=HASH \
AttributeName=SongTitle,KeyType=RANGE \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5 \
--sse-specification Enabled=true,SSEType=KMS,KMSMasterKeyId=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테이블 설명의 SSEDescription 상태는 ENABLED로 설정되고 SSEType은 KMS입니다.
"SSEDescription": {
"SSEType": "KMS",
"Status": "ENABLED",
"KMSMasterKeyArn":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

암호화 키 업데이트
또한 언제든지 DynamoDB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AWS 소유 키, AWS 관리형 키, 고객 관리형 키
중에서 기존 테이블의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 업데이트(콘솔)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업데이트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작업(Actions) 드롭다운을 선택한 다음에 설정 업데이트(Update settings) 옵션을 선택합니다.

5.

추가 설정(Additional settings) 탭으로 이동합니다.

6.

암호화(Encryption)에서 암호화 관리(Manage encryption)를 선택합니다.

7.

다음과 같이 암호화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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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DynamoDB에서 소유합니다. AWS KMS 키는 DynamoDB에서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이 키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AWS 관리형 키 키 별칭: aws/dynamodb. 이 키는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고 AWS Key Management
Service에서 관리합니다(AWS KMS). AWS KMS 비용이 적용됩니다.
• 계정에 저장되며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이 키는 사용자의 계정에 저장되고 AWS Key
Management Service에서 관리합니다(AWS KMS). AWS KMS 비용이 적용됩니다.

Note
자체 키 소유 및 관리를 선택하는 경우 KMS 키 정책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키 정책을 참조하세요.
그런 다음 저장을 선택하여 암호화된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암호화 유형을 확인하려면 개요 탭에서
테이블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암호화 키 업데이트(AWS CLI)
다음 예에서는 AWS CLI를 사용해 암호화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기본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

암호화된 Music 테이블을 다음 예와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
--table-name Music \
--sse-specification Enabled=false

Note
이 테이블은 이제 DynamoDB 서비스 계정에서 기본 AWS 소유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DynamoDB용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

암호화된 Music 테이블을 다음 예와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
--table-name Music \
--sse-specification Enabled=true

테이블 설명의 SSEDescription 상태는 ENABLED로 설정되고 SSEType은 KMS입니다.
"SSEDescription": {
"SSEType": "KMS",
"Status": "ENABLED",
"KMSMasterKeyArn":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

DynamoDB용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려면
•

암호화된 Music 테이블을 다음 예와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aws dynamodb update-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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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 Music \
--sse-specification Enabled=true,SSEType=KMS,KMSMasterKeyId=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테이블 설명의 SSEDescription 상태는 ENABLED로 설정되고 SSEType은 KMS입니다.
"SSEDescription": {
"SSEType": "KMS",
"Status": "ENABLED",
"KMSMasterKeyArn": "arn:aws:kms:us-east-1:123456789012:key/abcd1234-abcd-1234-a123ab1234a1b234",
}

DynamoDB Accelerator의 데이터 보호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는 기본 스토리지에 대한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
터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추가 계층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조직의 정책, 업계나 정
부 규범 및 규정 준수 요건에 따라 유휴 시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X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745) 단원을 참조하세요.

인터네트워크 트래픽 개인 정보 보호
Amazon DynamoDB와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 사이 연결을 비롯해 DynamoDB와 동일한 AWS 리전의 다
른 AWS 리소스 사이 연결이 보호를 받습니다.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간의 트래픽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AWS 사이에 두 연결 옵션이 있습니다.
• AWS Site-to-Site VPN 연결. 자세한 정보는 AWS Site-to-Site VPN 사용 설명서의 AWS Site-to-Site VPN
란 무엇입니까? 단원을 참조하세요.
• AWS Direct Connect 연결. 자세한 정보는 AWS Direct Connect 사용 설명서의 AWS Direct Connect란 무
엇입니까? 단원을 참조하세요.
네트워크를 통한 DynamoDB 액세스는 AWS에서 게시한 API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클라이언트가 TLS(전
송 계층 보안) 1.0을 지원해야 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DHE(Ephemeral DiffieHellman) 또는 ECDHE(Elliptic Curve Diffie-Hellman Ephemeral)와 같은 PFS(전달 완전 보안)가 포함된 암
호 제품군도 지원해야 합니다. Java 7 이상의 최신 시스템은 대부분 이러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액세
스 키 ID와 IAM 보안 주체와 관련된 비밀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요청에 서명하거나 AWS Security Token
Service(STS)를 사용하여 요청에 서명할 수 있는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같은 리전에 있는 AWS 리소스 사이의 트래픽
DynamoDB용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엔드포인트는 VPC 내의 논리적 엔터티로서,
DynamoDB에만 연결을 허용합니다. Amazon VPC는 DynamoDB로 요청을 라우팅하고, 응답을 다시 VPC로
라우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VPC 엔드포인트
의 액세스 제어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의 예는 IAM 정책을 사용하여 DynamoDB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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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및 액세스 관리
IAM 관리자는 Amazon DynamoDB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 인증되고(로그인되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
는(권한 있는) 사용자를 제어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및 DynamoDB Accelerator(DAX) 모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하고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 있
습니다.
주제
• Amazon DynamoDB의 ID 및 액세스 관리 (p. 1079)
• DynamoDB Accelerator의 ID 및 액세스 관리 (p. 1108)

Amazon DynamoDB의 ID 및 액세스 관리
Amazon DynamoDB에 액세스하려면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은 Amazon DynamoDB 테
이블 또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인스턴스 같은 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및 DynamoDB를 사용
하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인증 (p. 1079)
• 액세스 제어 (p. 1080)

인증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자격 증명으로 AW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AWS 계정 루트 사용자
AWS 계정을 생성할 때는 해당 계정의 모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단
일 로그인 ID로 시작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AWS 계정 루트 사용자라고 하며,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한 이
메일 주소와 암호로 로그인하여 액세스합니다. 일상적인 작업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루트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
용합니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작업의 전체 목록은 AWS 일반 참조의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이
필요한 작업을 참조하세요.
• IAM 사용자 및 그룹
IAM 사용자는 단일 개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내 자격 증명입니
다. 가능하면 암호 및 액세스 키와 같은 장기 보안 인증 정보가 있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대신 임시 보
안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AM 사용자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특정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액세스 키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사
용 사례의 경우 정기적으로 액세스 키 교체를 참조하세요.
IAM 그룹은 IAM 사용자 컬렉션을 지정하는 자격 증명입니다. 귀하는 그룹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그
룹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의 권한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사용하면 대규모 사용자 집합의
권한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Admins라는 그룹이 있고 이 그룹에 IAM 리소스를 관리
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역할과 다릅니다. 사용자는 한 사람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고유하게 연결되지만, 역할은 해당 역
할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영구적인 장기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은 임시 자격 증명만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사용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
우(역할이 아님)를 참조하세요.
• IAM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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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역할은 계정에 생성할 수 있는, 특정 권한을 지닌 IAM 자격 증명입니다. AWS에서 자격 증명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 정책을 갖춘 AWS 자격 증명이라는 점에서 IAM 역할은 IAM 사용자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역할은 한 사람과만 연관되지 않고 해당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역할에는 그와 연관된 암호 또는 액세스 키와 같은 표준 장기 자격 증명이 없습니다.
대신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해당 역할 세션을 위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이 제공됩니다. 임시 자격 증명
이 있는 IAM 역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페더레이션 사용자 액세스 -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역할
의 권한을 정의합니다.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가 인증되면 역할이 연결되고 역할에 정의된 권한이 부
여됩니다. 페더레이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Creating a role for a third-party
Identity Provider(서드 파티 자격 증명 공급자의 역할 만들기) 섹션을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는 경우 권한 집합을 구성합니다. 인증 후 아이덴티티가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제어하기 위해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세트를 IAM의 역할과 연관짓습니다. 권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권한 세트를 참조하세요.
• AWS 서비스 액세스 – 서비스 역할이란 서비스가 사용자 대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맡는 IAM 역할을
말합니다. IAM 관리자는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AWS 서비스에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 섹션 섹션을 참조하세요.
• Amazon EC2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 IAM 역할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고 AWS
CLI 또는 AWS API 요청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임시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EC2
인스턴스 내에 액세스 키를 저장할 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C2 인스턴스에 AWS 역할을 할당하고 해
당 역할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 연결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
성합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에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으며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임
시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액세스 제어
요청을 인증하는 데 유효한 자격 증명이 있더라도 권한이 없다면 Amazon DynamoDB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개요를 읽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 액세스 관리 개요 (p. 1080)
•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사용 (p. 1083)
• DynamoDB API 권한 참조 (p. 1092)
• 조건 사용 (p. 1093)

Amazon DynamoDB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
모든 AWS 리소스는 AWS 계정의 소유이고, 리소스 생성 또는 리소스 액세스 권한은 권한 정책에 따라 결정
됩니다. 계정 관리자는 IAM 자격 증명(즉, 사용자, 그룹, 역할)에 권한 정책을 연결할 수 있고, 일부 서비스(예:
AWS Lambda)에서는 리소스에 대한 권한 정책 연결도 지원합니다.

Note
계정 관리자 또는 관리자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
서의 IAM 모범 사례 단원을 참조하세요.
권한을 부여하려면 권한을 부여 받을 사용자, 권한 대상이 되는 리소스, 해당 리소스에 허용되는 특정 작업을
결정합니다.
주제
• DynamoDB 리소스 및 작업 (p. 1081)
• 리소스 소유권 이해 (p.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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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 액세스 관리 (p. 1081)
• 정책 요소 지정: 작업, 효과, 보안 주체 (p. 1082)
• 정책에서 조건 지정 (p. 1083)

DynamoDB 리소스 및 작업
DynamoDB에서 기본 리소스는테이블입니다. DynamoDB는 추가 리소스 유형인 인덱스와 스트림도 지원합
니다. 하지만 인덱스와 스트림은 기존 DynamoDB 테이블의 컨텍스트 내에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가리켜 하위 리소스라 합니다.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리소스와 하위 리소스에는 고유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이 연결되
어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

ARN 형식

표

arn:aws:dynamodb:region:account-id:table/table-name

인덱스

arn:aws:dynamodb:region:account-id:table/table-name/
index/index-name

스트림

arn:aws:dynamodb:region:account-id:table/table-name/
stream/stream-label

DynamoDB는 DynamoDB 리소스를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작업 목록은
Amazon DynamoDB 작업 단원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소유권 이해
AWS 계정은 리소스를 누가 생성했든 상관없이 계정에서 생성된 리소스를 소유합니다. 특히, 리소스 소유자
는 리소스 생성 요청을 인증하는 보안 주체 엔터티(즉, AWS계정 루트 사용자, IAM 사용자 또는 IAM 역할)의
AWS 계정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계정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 AWS 계정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을 생성하는 경우 AWS 계정이 리소스 소유자입니
다(DynamoDB에서 리소스는 테이블임).
• AWS 계정에서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해당
사용자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용자가 속한 AWS 계정이 테이블 리소스를 소유합
니다.
• AWS 계정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만드는 경우 해당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면 누구나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할이 속한 AWS 계정이 테이블 리소스를 소유합니다.

리소스 액세스 관리
권한 정책은 누가 무엇에 액세스 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권한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
가능한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이 단원에서는 DynamoDB의 맥락에서 IAM 사용 방법을 설명하며, IAM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
는 다루지 않습니다. IAM 설명서 전체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이란 무엇입니까? 섹션을 참
조하세요. IAM 정책 구문과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IAM 정책 참조 섹
션을 참조하세요.
IAM 자격 증명에 연결된 정책을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이라고 합니다. 리소스에 연결된 정책을 리소
스 기반 정책이라고 합니다. DynamoDB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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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p. 1082)
• 리소스 기반 정책 (p. 1082)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계정 내 사용자 또는 그룹에 권한 정책 연결 – 테이블과 같은 Amazon DynamoDB 리소스를 생성할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정책을 특정 사용자 또는 해당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역할에 권한 정책 연결(교차 계정 권한 부여) - 자격 증명 기반 권한 정책을 IAM 역할에 연결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A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다른 AWS 계정(예: 계정 B) 또는
AWS 서비스에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할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 계정 A 관리자가 IAM 역할을 생성하고 계정 A의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 정책을 해당 역할
에 연결합니다.
2. 계정 A 관리자는 계정 B를 역할을 수임할 보안 주체로 식별하는 역할에 신뢰 정책을 연결합니다.
3. 계정 B 관리자는 계정 B의 사용자에게 역할을 수임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정 B의 사
용자가 계정 A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서비스에 역할 수임 권한을 부여
할 경우 신뢰 정책의 보안 주체는 AWS 서비스 보안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IAM을 사용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액세스 관리 단원을 참조
하세요.
다음은 하나의 DynamoDB 작업(dynamodb:ListTables)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예제입니다.
Resource 값의 와일드카드 문자(*)는 이 작업을 사용하여 현재 AWS 리전의 AWS 계정이 소유하는 모든 테
이블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ListTable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ListTables"
],
"Resource": "*"
}
]

DynamoDB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사용 (p. 1083) 단원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그룹,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자격 증명(사용자, 그룹 및 역할)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기반 정책
Amazon S3과 같은 다른 서비스도 리소스 기반 권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을 S3 버킷에 연결
하여 해당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서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책 요소 지정: 작업, 효과, 보안 주체
각 DynamoDB 리소스에 대해 서비스는 API 작업 집합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API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
기 위해 DynamoDB에서는 정책에서 지정할 수 있는 작업 집합을 정의합니다. 일부 API 작업에서는 API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작업에 대한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및 API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리소스 및 작업 (p. 1081) 및 DynamoDB 작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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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 요소입니다.
• 리소스 –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여 정책을 적용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리소스 및 작업 (p. 1081) 단원을 참조하세요.
• 작업 – 작업 키워드를 사용하여 허용 또는 거부할 리소스 작업을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dynamodb:Query는 사용자에게 DynamoDB Query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 효과 -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요청할 때 허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그 결과를 지정합니다. 명시적으로 리소
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허용)하지 않는 경우, 액세스는 묵시적으로 거부됩니다. 다른 정책에서 액세
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리소스에 대한 권한
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보안 주체 –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에서 정책이 연결되는 사용자는 암시적인 보안 주체입니다. 리
소스 기반 정책의 경우 사용자, 계정, 서비스 또는 권한의 수신자인 기타 개체를 지정합니다(리소스 기반
정책에만 해당). DynamoDB에서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AM 정책 구문과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IAM 정책 참조 단원을 참조하세요.
모든 Amazon DynamoDB API 작업과 해당 작업이 적용되는 리소스를 보여 주는 목록은 DynamoDB API 권
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참조 (p. 1092) 단원을 참조하세요.

정책에서 조건 지정
권한을 부여할 때 액세스 정책 언어를 사용하여 조건이 적용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
정 날짜 이후에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언어에서의 조건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
명서의 조건을 참조하세요.
조건을 표시하려면 미리 정의된 조건 키를 사용합니다. AWS 전체 조건 키와 DynamoDB 관련 키를 적절하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전체 키의 전체 목록은 IAM 사용 설명서의 사용 가능한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DynamoDB 관련 키의 전체 목록은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 (p. 1093)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DynamoDB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사용
이 항목에서는 Amazon DynamoDB에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
을 설명하고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계정 관리자가 IAM 자격 증명(사용자, 그룹, 역할)에 권한 정
책을 연결함으로써 Amazon DynamoDB 리소스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mportant
DynamoDB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위한 기본 개념과 사용 가능한 옵션을 설명하는 소개 항
목을 먼저 읽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
요 (p. 1080)을 참조하십시오.
이 주제의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학습합니다.
• Amazon DynamoDB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IAM 권한 (p. 1084)
• Amazon DynamoDB에 대한 AWS 관리형(미리 정의된) IAM 정책 (p. 1084)
• 고객 관리형 정책 예 (p. 1085)

다음은 권한 정책의 예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escribeQueryScanBook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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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Query",
"dynamodb:Scan"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account-id:table/Books"

앞의 정책에는 account-id에 의해 지정된 AWS 계정이 소유하는 us-west-2 AWS 리전 내 테이블에서 세
가지 DynamoDB 작업(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Query, 및 dynamodb:Scan)에 대한 권
한을 부여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Resource 값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은 권한이 적용되는 테이블
을 지정합니다.

Amazon DynamoDB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IAM 권한
사용자가 DynamoDB 콘솔로 작업하려면 AWS 계정의 DynamoDB 리소스로 작업하도록 허용하는 최소 권한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 DynamoDB 권한 이외에 콘솔에는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 지표 및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는 Amazon CloudWatch 권한
• DynamoDB 데이터를 내보내고 가져오기 위한 AWS Data Pipeline 권한
•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작업에 필요한 역할에 액세스할 수 있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권
한.
• CloudWatch 경보가 트리거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권한
• DynamoDB Streams 레코드를 처리할 수 있는 AWS Lambda 권한
최소 필수 권한보다 더 제한적인 IAM 정책을 만들면 콘솔은 해당 IAM 정책에 연결된 사용자에 대
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용자가 DynamoDB 콘솔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AmazonDynamoDBReadOnlyAccess AWS 관리형 정책도 사용자에게 연결합니다(Amazon DynamoDB에
대한 AWS 관리형(미리 정의된) IAM 정책 (p. 1084) 참조).
AWS CLI 또는 Amazon DynamoDB API만 호출하는 사용자에게는 최소 콘솔 권한을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
다.

Amazon DynamoDB에 대한 AWS 관리형(미리 정의된) IAM 정책
AWS는 AWS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독립형 IAM 정책을 제공하여 몇 가지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처리합니
다. 이러한 AWS 관리형 정책은 사용자가 필요한 권한을 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일반 사용 사례에 필요한 권
한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계정의 사용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다음 AWS 관리형 정책은 DynamoDB에 고유하며, 사용 사례 시나리오별
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 AmazonDynamoDBReadOnlyAccess - AWS Management Console을 통해 DynamoDB 리소스에 대한 읽
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AmazonDynamoDBFullAccess - AWS Management Console을 통해 DynamoDB 리소스에 대한 전체 액세
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IAM 콘솔에 로그인하고 이 콘솔에서 특정 정책을 검색하여 이러한 AWS 관리형 권한 정책을 검토할 수 있습
니다.

Important
가장 좋은 방법은 필요한 IAM 사용자, 역할 또는 그룹에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자 지정 IAM 정
책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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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형 정책 예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DynamoDB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의 예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AWS SDK 또는 AWS CLI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콘솔에 해당하는 추가 권한
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IAM 권한 (p. 1084)을
참조하십시오.

Note
다음 정책 예시에서는 모두 AWS 리전 중 하나를 사용하고 가상의 계정 ID와 테이블 이름을 포함합
니다.
예제:
• 테이블에서 모든 DynamoDB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 (p. 1085)
• DynamoDB 테이블의 항목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 (p. 1086)
• 특정 DynamoDB 테이블과 관련 인덱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 (p. 1086)
• DynamoDB 테이블에서 읽기, 쓰기, 업데이트 및 삭제 액세스 권한에 대한 IAM 정책 (p. 1086)
• 동일한 AWS 계정의 다른 DynamoDB 환경에 대한 IAM 정책 (p. 1087)
• DynamoDB 예약 용량 구매를 방지하는 IAM 정책 (p. 1090)
• DynamoDB 스트림에 대해서만 읽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테이블은 부여하지 않
음) (p. 1090)
• AWS Lambda 함수가 DynamoDB 스트림 레코드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IAM 정책 (p. 1091)
•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을 위한 IAM 정책 (p. 1092)
IAM 사용 설명서에는 다음 세 가지 추가 DynamoDB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Amazon DynamoDB: 특정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허용
• Amazon DynamoDB: 특정 열에 대한 액세스 허용
• Amazon DynamoDB: Amazon Cognito ID를 기준으로 DynamoDB에 대한 행 수준 액세스 허용

테이블에서 모든 DynamoDB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
다음 정책은 Books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DynamoDB 작업을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Resource에 지정된
리소스 ARN은 특정 AWS 리전 내의 테이블을 식별합니다. Resource ARN에서 테이블 이름 Books를 와일
드카드 문자(*)로 바꾸면 모든 DynamoDB 작업이 계정의 모든 테이블에서 허용됩니다. 이 정책이나 IAM 정
책에서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려면 먼저 보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APIActionsOnBooks",
"Effect": "Allow",
"Action": "dynamodb:*",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Note
이 예제에서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관리, 데이터 작업, 모니터링, DynamoDB 예약 용량
구매 등의 모든 작업을 허용합니다. 대신 허용할 각 작업과 해당 사용자, 역할 또는 그룹에 필요한
작업만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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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테이블의 항목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
다음 권한 정책은 GetItem, BatchGetItem, Scan, Query 및 ConditionCheckItem DynamoDB 작업에
대한 권한만 부여하며 결과적으로 Books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설정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ReadOnlyAPIActionsOnBook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Scan",
"dynamodb:Query",
"dynamodb:ConditionCheckItem"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특정 DynamoDB 테이블과 관련 인덱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
다음 정책은 Books라는 DynamoDB 테이블과 해당 테이블의 모든 인덱스에서 데이터 수정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인덱스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향
상 (p. 492) 단원을 참조하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ccessTableAllIndexesOnBook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Scan",
"dynamodb:Query",
"dynamodb:ConditionCheck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index/*"
]
}
]

DynamoDB 테이블에서 읽기, 쓰기, 업데이트 및 삭제 액세스 권한에 대한 IAM 정책
애플리케이션이 Amazon DynamoDB 테이블, 인덱스 및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고, 업데이트하
고, 삭제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경우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AWS 리전 이름, 계정 ID, 계정 ID, 테이블 이름 또
는 와일드카드 문자(*)는 적절하게 대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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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
{
"Sid": "DynamoDBIndexAndStreamAcces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ShardIterator",
"dynamodb:Scan",
"dynamodb:Query",
"dynamodb:DescribeStream",
"dynamodb:GetRecords",
"dynamodb:ListStreams"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index/*",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stream/*"
]
},
{
"Sid": "DynamoDBTableAcces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ConditionCheckItem",
"dynamodb:PutItem",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Dele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Scan",
"dynamodb:Query",
"dynamodb:UpdateItem"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
{
"Sid": "DynamoDBDescribeLimitsAccess",
"Effect": "Allow",
"Action": "dynamodb:DescribeLimits",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index/*"
]
}
]

모든 AWS 리전에서 이 계정의 모든 DynamoDB 테이블을 포함하도록 이 정책을 확장하려면 리전 및 테이블
이름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합니다. 예:
"Resource":[

"arn:aws:dynamodb:*:123456789012:table/*/",
"arn:aws:dynamodb:*:123456789012:table/*/index/*"
]

동일한 AWS 계정의 다른 DynamoDB 환경에 대한 IAM 정책
별도의 환경이 있고 각 환경에서 ProductCatalog라는 테이블의 자체 버전을 유지한다고 가정해 보
겠습니다. 동일한 AWS 계정에서 2개의 ProductCatalog 테이블을 생성하는 경우 권한이 설정되는
방식 때문에 한 환경에서의 작업이 다른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 제어 영역 작업
(예:CreateTable)의 수에 대한 할당량은 AWS 계정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따라서 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다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작업의 수가 감소합니다. 또한 한 환경
의 코드가 다른 환경의 테이블에 실수로 액세스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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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프로덕션 및 테스트 워크로드를 분리하여 이벤트의 잠재적 ‘영향 범위’를 제어할 수 있으려면 테스
트 및 프로덕션 워크로드에 대해 별도의 AWS 계정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계정 관리 및 분리 단원을 참조하세요.
또한 Amit과 Alice라는 두 개발자가 ProductCatalog 테이블을 테스트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발
자가 각각 별도의 AWS 계정을 요구하는 대신 동일한 테스트 AWS 계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계
정에서 Alice_ProductCatalog 및 Amit_ProductCatalog와 같이 각 개발자가 작업할 수 있는 동일한
테이블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스트 환경용으로 생성한 AWS 계정에서 IAM 사용자 Alice
및 Amit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 사용자에게 각자가 소유하는 테이블에 대해 DynamoDB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AM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마다 개별 정책을 만들고 각 정책을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정책을 사
용자 Alice에 연결하여 이 사용자가 Alice_ProductCatalog 테이블에서 모든 DynamoDB 작업에 액세
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APIActionsOnAliceTable",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leteItem",
"dynamodb:DescribeContributorInsights",
"dynamodb:RestoreTableToPointInTime",
"dynamodb:ListTagsOfResource",
"dynamodb:CreateTableReplica",
"dynamodb:UpdateContributorInsights",
"dynamodb:CreateBackup",
"dynamodb:DeleteTable",
"dynamodb:UpdateTableReplicaAutoScaling",
"dynamodb:UpdateContinuousBackups",
"dynamodb:TagResource",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GetItem",
"dynamodb:DescribeContinuousBackups",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UpdateTimeToLive",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ConditionCheckItem",
"dynamodb:UntagResource",
"dynamodb:PutItem",
"dynamodb:Scan",
"dynamodb:Query",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TableReplica",
"dynamodb:DescribeTimeToLive",
"dynamodb:RestoreTableFromBackup",
"dynamodb:UpdateTable",
"dynamodb:DescribeTableReplicaAutoScaling",
"dynamodb:GetShardIterator",
"dynamodb:DescribeStream",
"dynamodb:GetRecords",
"dynamodb:DescribeLimits",
"dynamodb:ListStreams"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
Alice_ProductCata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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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 다음 사용자 Amit에 대해 다른 리소스(Amit_ProductCatalog 테이블)를 사용하여 유사한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정책을 개별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대신, IAM 정책 변수를 사용하여 단일 정책을 작성하고 이 정책
을 그룹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룹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서는 Alice와 Amit 두 사용자
모두 해당 그룹에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aws:username}_ProductCatalog 테
이블에서 모든 DynamoDB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책이 평가될 때 정책 변수
${aws:username}은 요청자의 사용자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어 Alice가 항목을 추가하라는 요청
을 보내는 경우 이 작업은 Alice가 항목을 Alice_ProductCatalog 테이블에 추가하는 경우에만 허용됩
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ctionsOnUserSpecificTable",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Scan",
"dynamodb:Query",
"dynamodb:ConditionCheckItem"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
${aws:username}_ProductCatalog"
},
{
"Sid": "AdditionalPrivilege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ListTables",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DescribeContributorInsights"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
}
]
}

Note
IAM 정책 변수를 사용할 때는 정책에서 IAM 정책 언어의 2012-10-17 버전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야 합니다. IAM 정책 언어의 기본 버전(2008-10-17)은 정책 변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평소대로 특정 테이블을 리소스로 식별하는 대신, 아래 예제와 같이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테이블
이름에 요청자의 IAM 사용자 이름이 접두사로 붙은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Resource":"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aws:usernam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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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예약 용량 구매를 방지하는 IAM 정책
Amazon DynamoDB 예약 용량을 구입할 경우 선납금을 1회 지불하고 일정 기간에 대해 최소 사용량 수준에
맞춰 약정 요금을 지불하므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
여 예약 용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모든 사용자가 예약 용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약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요금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는 예약 용량 관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API 작업을 제공합니다.
• dynamodb:DescribeReservedCapacity - 현재 유효한 예약 용량 구매를 반환합니다.
• dynamodb:DescribeReservedCapacityOfferings - 현재 AWS에서 제공하는 예약 용량 계획에 대
한 세부 정보를 반환합니다.
• dynamodb:PurchaseReservedCapacityOfferings - 실제 예약 용량 구매를 수행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은 이러한 API 작업을 사용하여 예약 용량 정보를 표시하고 예약 용량을 구매합
니다. 이러한 작업은 콘솔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호출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IAM 권한 정책에서 이들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책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예약 용량 구매 및 제품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구매는 거부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ReservedCapacityDescription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ReservedCapacity",
"dynamodb:DescribeReservedCapacityOfferings"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
},
{
"Sid": "DenyReservedCapacityPurchases",
"Effect": "Deny",
"Action": "dynamodb:PurchaseReservedCapacityOfferings",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
}
]

이 정책에서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하여 모두에 대해 설명 권한을 허용하고, 모두에 대해 DynamoDB
예약 용량 구매를 거부합니다.

DynamoDB 스트림에 대해서만 읽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테이블은
부여하지 않음)
테이블에서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하면 테이블 항목의 모든 수정에 대한 정보가 캡처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을 참조하십시오.
때로는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는 것은 금지하지만 테이블의 스트림에는 액세
스하도록 허용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목 업데이트가 감지될 때 스트림을 폴링하고
Lambda 함수를 호출한 후 추가 처리를 수행하도록 AWS Lambd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DynamoDB Streams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ynamodb:Describe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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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GetRecords
• dynamodb:GetShardIterator
• dynamodb:ListStreams
다음 예제 정책은 GameScores라는 테이블의 스트림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ARN의 와일드카드 문자(*)는 해당 테이블과 연결된 모든 스트림과 일치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ccessGameScoresStreamOnly",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Stream",
"dynamodb:GetRecords",
"dynamodb:GetShardIterator",
"dynamodb:ListStreams"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stream/*"
}
]

이 정책에서는 GameScores 테이블 자체가 아니라 해당 테이블의 스트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AWS Lambda 함수가 DynamoDB 스트림 레코드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IAM 정
책
DynamoDB 스트림의 새 이벤트를 기반으로 특정 작업이 수행되기를 원할 경우 이러한 새 이벤트를 통해 트
리거되는 AWS Lambda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ambda 함수는 DynamoDB 스트림에서 데이터
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DynamoDB Streams와 Lambda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Streams 및 AWS Lambda 트리거 (p. 612) 단원을 참조하세요.
Lambda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Lambda 함수의 IAM 역할(실행 역할이라고도 함)과 연결되는 권한 정책을 사
용합니다. 이 정책은 Lambda 함수를 생성할 때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권한 정책을 실행 역할과 연결하여 나열된 DynamoDB Streams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
한을 Lambda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LambdaFunctionInvocation",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
"Resource": [
"*"
]
},
{
"Sid": "APIAccessForDynamoDBStream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Records",
"dynamodb:GetShardIterator",
"dynamodb:Describe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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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ynamodb:ListStreams"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stream/*"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AWS Lambda 권한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 Accelerator(DAX) 클러스터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을 위한
IAM 정책
다음 정책에서는 DynamoDB Accelerator(DAX)에 대한 읽기, 쓰기, 업데이트 및 삭제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
지만 연결된 DynamoDB 테이블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AWS 리전 이름, 계정
ID, DAX 클러스터 이름을 대체합니다.

Note
이 정책은 DAX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부여하지만 연결된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DAX 클러스터가 사용자를 대신해 DynamoDB 테이블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려면 클러스터에 올바른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mazonDynamoDBDAXDataOperations",
"Effect": "Allow",
"Action": [
"dax:GetItem",
"dax:PutItem",
"dax:ConditionCheckItem",
"dax:BatchGetItem",
"dax:BatchWriteItem",
"dax:DeleteItem",
"dax:Query",
"dax:UpdateItem",
"dax:Scan"
],
"Resource": "arn:aws:dax:eu-west-1:123456789012:cache/MyDAXCluster"
}
]

계정의 모든 AWS 리전에 대한 DAX 액세스 권한을 포함하도록 이 정책을 확장하려면 리전 이름에 와일드카
드 문자(*)를 사용합니다.
"Resource": "arn:aws:dax:*:123456789012:cache/MyDAXCluster"

DynamoDB API 권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참조
액세스 제어 (p. 1080)를 설정하고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 정책(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작성
할 때 IAM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DynamoDB에 사용되는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 목록을 참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각 DynamoDB API 작업,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해당 작업, 권
한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AWS 리소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Action 필드에서 작업을 지정하고, 정
책의 Resource 필드에서 리소스 값을 지정합니다.
DynamoDB 정책에서 AWS 차원 조건 키를 사용하여 조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AWS 차원 키의 전체 목록
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참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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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차원 조건 키 이외에도 DynamoDB에는 조건에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특정 키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 (p. 1093)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주제
• 액세스 제어 (p. 1080)
•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 (p. 1093)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
DynamoDB에서 권한을 부여할 때 권한 정책이 적용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요
DynamoDB에서는 IAM 정책을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할 때 조건을 지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액세스 제
어 (p. 1080) 참조).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의 특정 항목 및 속성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허용하는 권한을 부
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ID를 기준으로 테이블의 특정 속성에 대한 쓰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해당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
습니다.
다음 단원의 사용 사례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DynamoDB에서는 조건 키를 사용하여 IAM 정책에서 조건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일부 AWS 서비스는 태그 기반 조건도 지원하지만 DynamoDB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 사용 사례
DynamoDB API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데이터 항목과 속성에 대한 액세스
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되, 특정 기본 키 값을 기반으로 해당 테이블에서 특정 항목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든 사용자가 저장한 게임 데이터가 단일 테이블에 저장되지만 어
떤 사용자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 항목에 액세스할 수 없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 앱이 그 예입니다.

• 속성의 하위 집합만 사용자에게 표시되도록 정보를 숨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위치에 따라 인근 공항의 항
공편 데이터를 표시하는 앱이 그 예입니다. 항공사 이름, 도착 및 출발 시간, 항공편 번호가 모두 표시됩니
다. 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기장 이름과 승객 수와 같은 속성은 숨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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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종류의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구현하려면 보안 자격 증명에 액세스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 권한을
지정하는 IAM 권한 정책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IAM 콘솔을 사용하여 만드는 IAM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
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IAM 정책은 테이블의 개별 항목에 대한 액세스 또는 이러한 항목의 속성에 대한 액세
스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두 가지 액세스를 동시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웹 자격 증명 연동을 사용하여 Login with Amazon, Facebook 또는 Google에서 인증된 사용자의 액세
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사용 (p. 1102)을 참조하십시오.
IAM Condition 요소를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정책을 구현합니다. Condition 요소를 권한 정책
에 추가하여 특정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DynamoDB 테이블 및 인덱스의 항목 및 속성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다양한 게임을 선택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앱은
GameScores라는 DynamoDB 테이블을 사용하여 높은 점수와 기타 사용자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테이블
의 각 항목은 사용자 ID와 사용자가 플레이한 게임의 이름에 따라 고유하게 식별됩니다. GameScores 테
이블은 파티션 키(UserId)와 정렬 키(GameTitle)로 구성된 기본 키를 갖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
자 ID와 연결된 게임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려는 사용자는 보안 정책이 연결된
GameRole이라는 IAM 역할에 속해야 합니다.
이 앱에서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 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AccessToOnlyItemsMatchingUserID",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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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 {
"dynamodb:LeadingKeys": [
"${www.amazon.com:user_id}"
],
"dynamodb:Attributes": [
"UserId",
"GameTitle",
"Wins",
"Losses",
"TopScore",
"TopScoreDateTime"
]
},
"StringEqualsIfExists": {
"dynamodb:Select": "SPECIFIC_ATTRIBUTES"
}
}

GameScores 테이블(Resource 요소)에서의 특정 DynamoDB 작업(Action 요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이외에, Condition 요소는 다음의 DynamoDB 고유 조건 키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권한을 제한합니다.
• dynamodb:LeadingKeys - 이 조건 키는 사용자가 파티션 키 값이 자신의 사용자 ID와 일치하는 항목만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ID(${www.amazon.com:user_id})는 치환 변수입니다. 치환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사용 (p. 1102) 단원을 참조하세요.
• dynamodb:Attributes - 이 조건 키는 권한 정책에 나열된 작업만 지정된 속성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속성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또한 StringEqualsIfExists 절을 사용하면 앱에서 작업이
적용될 특정 속성 목록만 제공되고 모든 속성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IAM 정책을 평가하면 결과가 항상 true(액세스 허용됨)이거나 false(액세스 거부됨)입니다. Condition 요소
중 한 부분이라도 false이면 전체 정책이 false로 평가되어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Important
dynamodb:Attributes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책에 나열된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에 대한 모든
기본 키 및 인덱스 속성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ynamoDB에서 이러한 키 속성
을 사용하여 요청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IAM 정책 설명서에는 수평 탭(U+0009), 라인 피드(U+000A), 캐리지 리턴(U+000D), 그리고 U+0020 ~ U
+00FF 범위의 문자 등 유니코드 문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조건 지정: 조건 키 사용
AWS는 액세스 제어를 위해 IAM을 지원하는 모든 AWS 서비스에 대해 사전 정의된 조건 키(AWS 차원의
조건 키) 집합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ws:SourceIp 조건 키를 사용하여 요청자의 IP 주소를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WS 차원 키의 전체 목록은 IAM 사용 설명서의 사용 가능한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다음 표는 DynamoDB에 적용되는 DynamoDB 서비스별 조건 키를 보여 줍니다.
DynamoDB 조건 키

설명

dynamodb:LeadingKeys테이블의 첫 번째 키 속성, 즉 파티션 키를 나타냅니다. 키 이름
LeadingKeys는 단일 항목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복수형입니다. 또한 조
건에서 ForAllValues를 사용할 때 LeadingKeys 변경자를 사용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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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조건 키

설명

dynamodb:Select

Query 또는 Scan 요청의 Select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Select는 다음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LL_ATTRIBUTES
• ALL_PROJECTED_ATTRIBUTES
• SPECIFIC_ATTRIBUTES
• COUNT

dynamodb:Attributes 요청 내 속성 이름 목록이나 요청에서 반환된 속성 목록을 나타냅니다.
Attributes 값은 다음과 같이 특정 DynamoDB API 작업용 파라미터와 동일
한 방식으로 이름이 지정되고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AttributesToGet
사용처: BatchGetItem, GetItem, Query, Scan
• AttributeUpdates
사용처: UpdateItem
• Expected
사용처: DeleteItem, PutItem, UpdateItem
• Item
사용처: PutItem
• ScanFilter
사용처: Scan
dynamodb:ReturnValues
요청의 ReturnValues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ReturnValues는 다음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ALL_OLD
• UPDATED_OLD
• ALL_NEW
• UPDATED_NEW
• NONE
dynamodb:ReturnConsumedCapacity
요청의 ReturnConsumedCapacity 파라미터를 나타냅니다.
ReturnConsumedCapacity는 다음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TOTAL
• NONE

사용자 액세스 제한
여러 IAM 권한 정책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테이블에서 해시 키 값이 사용자 식별자와 일치
하는 항목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다룬 게임 앱은 이러한 방식으로 액세스
를 제한하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ID와 연결된 게임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IAM 치환 변수인 ${www.amazon.com:user_id}, ${graph.facebook.com:id} 및
${accounts.google.com:sub}에는 Login with Amazon, Facebook 및 Google용 사용자 식별자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이러한 ID 공급자 중 하나에 로그인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면 웹 아이덴
티티 페더레이션 사용 (p. 1102)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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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다음 단원의 각 예제에서는 Effect 절을 Allow로 설정하고 허용할 작업, 리소스 및 파라미터만 지
정합니다. 액세스는 IAM 정책에 명시적으로 나열된 항목에만 허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Effect 절을 Deny로 설정하고 정책의 모든 논리를 반전시켜 거부 기반 정책이 되도
록 이러한 정책을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용 기반 정책에 비해 올바르게 작성하기가
어려우므로 DynamoDB에서는 거부 기반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ynamoDB
API에 대한 향후 변경(또는 기존 API 입력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거부 기반 정책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 예: 조건을 사용하여 세부적인 액세스 제어 구현
이 단원에서는 DynamoDB 테이블 및 인덱스에 대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구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보여 줍니다.

Note
모든 예는 us-west-2 리전을 사용하며 가상의 계정 ID를 포함합니다.

1: 특정 파티션 키 값이 있는 항목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
다음 권한 정책은 GamesScore 테이블에서 DynamoDB 작업의 집합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
책은 dynamodb:LeadingKeys 조건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 작업을 UserID 파티션 키 값이 이 앱의 Login
with Amazon 고유 사용자 ID와 일치하는 항목으로만 제한합니다.

Important
작업 목록에는 Scan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데, Scan이 주요 키와 상관없이 모든 항목을 반환하기 때
문입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FullAccessToUserItem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
],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 {
"dynamodb:LeadingKeys": [
"${www.amazon.com:user_id}"
]
}
}
}
]

Note
정책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정책에 명시적으로 버전 2012-10-17을 지정해야 합니다. 액세스 정책
언어의 기본 버전 2008-10-17은 정책 변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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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전용 액세스를 구현하려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작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책에서는 읽기
전용 액세스를 제공하는 작업만 조건에 포함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ReadOnlyAccessToUserItem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Query"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
],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 {
"dynamodb:LeadingKeys": [
"${www.amazon.com:user_id}"
]
}
}
}
]

Important
dynamodb:Attributes를 사용하는 경우 정책에 나열된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에 대한 모든 기본
키 및 인덱스 키 속성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ynamoDB에서 이러한 키 속성을
사용하여 요청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테이블의 특정 속성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
다음 권한 정책은 dynamodb:Attributes 조건 키를 추가하여 테이블에서 2개의 속성에만 액세스를 허용
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조건부 쓰기 또는 스캔 필터에서 읽거나 쓰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LimitAccessToSpecificAttribute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Upda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BatchGetItem",
"dynamodb:Scan"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
],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 {
"dynamodb:Attributes": [
"UserId",
"TopScore"
]
},
"StringEqualsIf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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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dynamodb:Select": "SPECIFIC_ATTRIBUTES",
"dynamodb:ReturnValues": [
"NONE",
"UPDATED_OLD",
"UPDATED_NEW"
]

Note
이 정책은 이름이 지정된 속성 집합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허용 목록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다른 속성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 목록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
Principle_of_least_privilege)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가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이러한 거부되는 속성
의 이름을 결정하고 허용 목록 방식을 사용하여 거부되는 속성을 지정하는 대신 허용되는 값을 모두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PutItem, DeleteItem 또는 BatchWriteItem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들 작업은 항상 이
전 항목 전체를 대체함으로써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는 속성의 이전 값을 삭제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권한 정책의 StringEqualsIfExists 절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 사용자가 Select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값은 SPECIFIC_ATTRIBUTES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API 작업이 인덱스 프로젝션 등의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속성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 사용자가 ReturnValue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값은 NONE, UPDATED_OLD 또는
UPDATED_NEW이어야 합니다. 이는 UpdateItem 작업이 항목을 바꾸기 전에 항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한 요청한 경우 이전 속성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암시적인 읽기 작업도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ReturnValues를 제한하면 사용자가 허용된 속성만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 StringEqualsIfExists 절은 허용되는 작업의 컨텍스트에서 요청당 이러한 파라미터 중 하나만
(Select 또는 ReturnValues)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변형 형태입니다.
• 읽기 작업만 허용하려면 허용된 작업 목록에서 UpdateItem을 제거하면 됩니다. 나머지 작업 중
어떤 것도 ReturnValues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조건에서 ReturnValues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lect 파라미터에는 항상 값(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ALL_ATTRIBUTES)이 있으므로
StringEqualsIfExists를 StringEquals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쓰기 작업만 허용하려면 허용된 작업 목록에서 UpdateItem을 제외한 모든 작업을 제거하면 됩니
다. UpdateItem에서는 Select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조건에서 Select를 제거할 수 있
습니다. 또한 ReturnValues 파라미터에는 항상 값(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NONE)이 있으므로
StringEqualsIfExists를 StringEquals로 변경해야 합니다.
• 이름이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속성을 허용하려면 StringLike 대신에 StringEquals를 사용하고 다중
문자 패턴 와일드카드(*)를 사용합니다.

3: 특정 속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
다음 권한 정책은 사용자 액세스를 dynamodb:Attributes 조건 키로 식별되는 특정 속성만 업데이트하도
록 제한합니다. StringNotLike 조건은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Attributes 조건 키를 사용하여 지
정된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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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id": "PreventUpdatesOnCertainAttribute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UpdateItem"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NotLike": {
"dynamodb:Attributes": [
"FreeGamesAvailable",
"BossLevelUnlocked"
]
},
"StringEquals": {
"dynamodb:ReturnValues": [
"NONE",
"UPDATED_OLD",
"UPDATED_NEW"
]
}
}

다음을 참조하세요.
• UpdateItem 작업은 다른 쓰기 작업과 마찬가지로 업데이트 전후의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항목에 대한
읽기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정책에서는 dynamodb:ReturnValues 조건 키를 지정하여 작업이 업
데이트를 허용할 속성에만 액세스하도록 제한합니다. 조건 키는 요청에서 ReturnValues를 제한하여
NONE, UPDATED_OLD 또는 UPDATED_NEW만 지정하며 ALL_OLD 또는 ALL_NEW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PutItem 및 DeleteItem 작업은 전체 항목을 대체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속성도 수정할 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속성만 업데이트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러한 API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
면 안 됩니다.

4: 인덱스에서 프로젝션 속성만 쿼리하는 권한을 부여
다음 권한 정책은 dynamodb:Attributes 조건 키를 사용하여 보조 인덱스(TopScoreDateTimeIndex)
에 대한 쿼리를 허용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인덱스로 프로젝션된 특정 속성만 요청하도록 쿼리를 제한합니
다.
또한 이 정책은 애플리케이션이 쿼리에서 속성 목록을 지정하도록 하기 위해 dynamodb:Select 조건 키를
지정하여 DynamoDB Query 작업의 Select 파라미터가 SPECIFIC_ATTRIBUTES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속성의 목록은 dynamodb:Attributes 조건 키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특정 목록으로 제한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QueryOnlyProjectedIndexAttribute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Query"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index/
TopScoreDateTimeIndex"
],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 {
"dynamodb:Attrib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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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coreDateTime",
"GameTitle",
"Wins",
"Losses",
"Attempts"

}

]

}

}

]
},
"StringEquals": {
"dynamodb:Select": "SPECIFIC_ATTRIBUTES"
}

다음 권한 정책은 비슷하지만 쿼리가 인덱스로 프로젝션된 모든 속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QueryAllIndexAttribute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Query"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index/
TopScoreDateTimeIndex"
],
"Condition": {
"StringEquals": {
"dynamodb:Select": "ALL_PROJECTED_ATTRIBUTES"
}
}
}
]
}

5: 액세스를 특정 속성 및 파티션 키 값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
다음 권한 정책은 테이블 및 테이블 인덱스(Resource 요소로 지정)에서 특정 DynamoDB 작업(Action 요
소로 지정)을 허용합니다. 이 정책은 dynamodb:LeadingKeys 조건 키를 사용하여 파티션 키 값이 사용자
의 Facebook ID와 일치하는 항목으로만 권한을 제한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LimitAccessToCertainAttributesAndKeyValues",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UpdateItem",
"dynamodb:GetItem",
"dynamodb:Query",
"dynamodb:BatchGetItem"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index/
TopScoreDateTimeIndex"
],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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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ForAllValues:StringEquals": {
"dynamodb:LeadingKeys": [
"${graph.facebook.com:id}"
],
"dynamodb:Attributes": [
"attribute-A",
"attribute-B"
]
},
"StringEqualsIfExists": {
"dynamodb:Select": "SPECIFIC_ATTRIBUTES",
"dynamodb:ReturnValues": [
"NONE",
"UPDATED_OLD",
"UPDATED_NEW"
]
}

다음을 참조하세요.
• 정책(UpdateItem)에서 허용하는 쓰기 작업은 attribute-A 또는 attribute-B만 수정할 수 있습니
다.
• 이 정책은 UpdateItem을 허용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이 새 항목을 삽입할 수 있으며 숨겨진 속성은 새 항목
에서 null이 됩니다. 이러한 속성이 TopScoreDateTimeIndex로 프로젝션되면 이 정책은 쿼리로 인한 테
이블에서의 가져오기를 방지하는 부가적인 이점도 얻게 됩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dynamodb:Attributes에 나열되지 않은 속성은 읽을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
면 애플리케이션은 읽기 요청에서 Select 파라미터를 SPECIFIC_ATTRIBUTES로 설정해야 하며, 허용
목록의 속성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요청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ReturnValues를 ALL_OLD 또는
ALL_NEW로 설정할 수 없으며 다른 속성에 근거하여 조건부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주제
• 액세스 제어 (p. 1080)
• DynamoDB API 권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참조 (p. 1092)

웹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사용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려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위해 웹
자격 증명 연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자격 증명 연동을 사용하면 개별 IAM 사용자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사용자는 자격 증명 공급자에 로그인한 후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에
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은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 서비스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웹 자격 증명 연동은 다음 자격 증명 공급자를 지원합니다.
• Login with Amazon
• Facebook
• Google

웹 ID 페더레이션 관련 추가 리소스
다음 리소스는 웹 ID 페더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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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개발자 블로그의 게시글 AWS SDK for .NET을 사용한 웹 자격 증명 연동에서는 Facebook에서 웹 자
격 증명 연동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여기에는 웹 자격 증명으로 IAM 역할을 수임하는 방법과 임
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해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C# 코드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 AWS Mobile SDK for iOS 및 AWS Mobile SDK for Android에는 샘플 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앱
에는 자격 증명 공급자를 호출하는 방법과 이러한 공급자의 정보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가져
오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웹 자격 증명 연동 항목에서는 웹 자격 증명 연동에 대해 설명하며, 웹 자격
증명 연동을 사용하여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방법의 예를 보여 줍니다.

웹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에 대한 정책 예
DynamoDB에서 웹 자격 증명 연동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려면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 (p. 1093)에 소개된 GameScores 테이블을 다시 살펴보세요. 다음은 GameScores의 기본 키입니
다.
테이블 이름

기본 키 속성

파티션 키 이름 및 유형

정렬 키 이름 및 유형

GameScores(UserId,
GameTitle, ...)

복합

속성 이름: UserId

속성 이름: GameTitle

유형: String

유형: String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 앱에서 이 테이블을 사용하며 해당 앱에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사용자를 지원해
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규모에서는 개별 앱 사용자를 관리하고 각 사용자가 GameScores 테이블
에서 자신의 고유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많은 사용자가 이미
Facebook, Google 또는 Login with Amazon 같은 타사 자격 증명 공급자의 계정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작업에 대해 이러한 공급자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 자격 증명 연동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앱 개발자가 자격 증명 공급자(예: Login with Amazon)
에 앱을 등록하고 고유한 앱 ID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개발자는 IAM 역할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예
에서 이 역할의 이름은 GameRole입니다.) 이 역할에는 앱이 GameScores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조건
을 지정하는 IAM 정책 문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려는 사용자는 해당 게임 앱에서 자신의 Login with Amazon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
런 다음 앱은 Login with Amazon 앱 ID를 지정하고 GameRole의 멤버십을 요청하여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호출합니다. AWS STS는 임시 AWS 자격 증명을 앱에 반환하여 앱이 GameRole 정책
문서에 따라 GameScores 테이블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각 단계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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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 개요
1. 앱은 타사 자격 증명 공급자를 호출하여 사용자와 앱을 인증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가 웹 자격 증명 토
큰을 앱에 반환합니다.
2. 앱이 AWS STS를 호출하고 웹 자격 증명 토큰을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AWS STS는 앱에 권한을 부여하
고 임시 AWS 액세스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앱은 IAM 역할(GameRole)을 수임하고 역할의 보안 정책에
따라 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3. 앱은 DynamoDB를 호출하여 GameScores 테이블에 액세스합니다. GameRole을 위임했으므로 앱은 해
당 역할과 연결된 보안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책 문서는 앱이 사용자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은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 (p. 1093)에 나온 GameRole의 보
안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AccessToOnlyItemsMatchingUserID",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GetItem",
"dynamodb:BatchGet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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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Query",
"dynamodb:PutItem",
"dynamodb:UpdateItem",
"dynamodb:DeleteItem",
"dynamodb:BatchWriteItem"

}

]

}

],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GameScores"
],
"Condi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 {
"dynamodb:LeadingKeys": [
"${www.amazon.com:user_id}"
],
"dynamodb:Attributes": [
"UserId",
"GameTitle",
"Wins",
"Losses",
"TopScore",
"TopScoreDateTime"
]
},
"StringEqualsIfExists": {
"dynamodb:Select": "SPECIFIC_ATTRIBUTES"
}
}

Condition 절은 앱에 표시되는 GameScores의 항목을 결정합니다. 이 작업은 Login with Amazon ID를
GameScores의 UserId 파티션 키 값과 비교하여 수행됩니다. 이 정책에 나열된 DynamoDB 작업 중 하나를
통해서는 현재 사용자에게 속한 항목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다른 항목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책에 나열된 특정 속성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이며 앱에 대해 웹 자격 증명 연동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타사 자격 증명 공급자에 개발자로 가입합니다. 다음 외부 링크는 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 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Login with Amazon 개발자 센터
• Facebook 사이트의 Registration
• Google 사이트의 Using OAuth 2.0 to Access Google APIs
2. 자신의 앱을 자격 증명 공급자에 등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공급자가 앱에 고유한 ID를 제공합니다.
앱이 여러 자격 증명 공급자에서 작동하도록 하려면 각 공급자로부터 앱 ID를 얻어야 합니다.
3. 하나 이상의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각 앱에서는 자격 증명 공급자마다 한 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
를 들면 사용자가 Login with Amazon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앱에 의해 위임될 수 있는 역할, 사용자가
Facebook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동일 앱에 대한 두 번째 역할, 그리고 사용자가 Google을 사용하여 로그
인하는 앱에 대한 세 번째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역할 생성 과정의 일부로 IAM 정책을 해당 역할에 연결해야 합니다. 정책 문서에 앱이 필요로 하는
DynamoDB 리소스와, 이러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웹 자격 증명 연동 정보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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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 Security Token Service 대신 Amazon Cognit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Cognito는 모
바일 앱의 임시 자격 증명을 관리하는 기본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
요.
• 사용자 인증 방법(AWS Mobile SDK for iOS)
• 사용자 인증 방법(AWS Mobile SDK for Android)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IAM 정책 생성
DynamoDB 콘솔은 웹 자격 증명 연동에 사용할 IAM 정책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을 생성하려면
DynamoDB 테이블을 선택하고 정책에 포함할 자격 증명 공급자, 작업 및 속성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DynamoDB 콘솔에서 IAM 역할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생성합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IAM 정책을 생성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Access control] 탭을 선택합니다.

5.

정책에 대해 ID 공급자, 작업 및 속성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대로 정책이 설정되었으면 [Create policy]를 클릭합니다. 생성된 정책이 표시됩니다.

6.

Attach policy instructions(정책 연결 지침)를 클릭하고 단계에 따라 생성된 정책을 IAM 역할에 연결합니
다.

웹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사용할 앱 작성
웹 자격 증명 연동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생성한 IAM 역할을 앱이 수임해야 합니다. 그 시점 이후로 앱은 사
용자가 역할에 연결한 액세스 정책을 준수합니다.
런타임 시 앱에 웹 자격 증명 연동이 사용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타사 자격 증명 공급자를 사용하여 인증합니다. 앱은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 공급자
를 호출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인증하는 정확한 방법은 앱이 실행 중인 플랫폼과 공급자에 따라 달라집니
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아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 증명 공급자가 해당 공급자의 로그인 페이지 표
시를 처리합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는 사용자를 인증한 후 웹 자격 증명 토큰을 앱에 반환합니다. 이 토큰의 형식은 공급자
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우 긴 문자열 형식입니다.
2. 임시 AWS 보안 자격 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앱이 AssumeRoleWithWebIdentity 요청을
AWS STS(AWS Security Token Service)로 보냅니다. 이 요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이전 단계의 웹 자격 증명 토큰
• 자격 증명 공급자에게서 받은 앱 ID
• 이 앱의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해 생성한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AWS STS는 일정 시간(기본적으로 3600초)이 지나면 만료되는 AWS 보안 자격 증명 집합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샘플 요청과 AWS STS의 AssumeRoleWithWebIdentity 작업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웹 자격
증명 토큰은 Login with Amazon 자격 증명 공급자로부터 얻었습니다.
GET / HTTP/1.1
Host: sts.amazonaws.com
Content-Type: application/json; charset=utf-8
URL: https://sts.amazonaws.com/?ProviderId=www.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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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Seconds=900&Action=AssumeRoleWithWebIdentity
&Version=2011-06-15&RoleSessionName=web-identity-federation
&RoleArn=arn:aws:iam::123456789012:role/GameRole
&WebIdentityToken=Atza|IQEBLjAsAhQluyKqyBiYZ8-kclvGTYM81e...(remaining characters
omitted)

<AssumeRoleWithWebIdentityResponse
xmlns="https://sts.amazonaws.com/doc/2011-06-15/">
<AssumeRoleWithWebIdentityResult>
<SubjectFromWebIdentityToken>amzn1.account.AGJZDKHJKAUUSW6C44CHPEXAMPLE</
SubjectFromWebIdentityToken>
<Credentials>
<SessionToken>AQoDYXdzEMf//////////wEa8AP6nNDwcSLnf+cHupC...(remaining characters
omitted)</SessionToken>
<SecretAccessKey>8Jhi60+EWUUbbUShTEsjTxqQtM8UKvsM6XAjdA==</SecretAccessKey>
<Expiration>2013-10-01T22:14:35Z</Expiration>
<AccessKeyId>06198791C436IEXAMPLE</AccessKeyId>
</Credentials>
<AssumedRoleUser>
<Arn>arn:aws:sts::123456789012:assumed-role/GameRole/web-identity-federation</Arn>
<AssumedRoleId>AROAJU4SA2VW5SZRF2YMG:web-identity-federation</AssumedRoleId>
</AssumedRoleUser>
</AssumeRoleWithWebIdentityResult>
<ResponseMetadata>
<RequestId>c265ac8e-2ae4-11e3-8775-6969323a932d</RequestId>
</ResponseMetadata>
</AssumeRoleWithWebIdentityResponse>

3. AWS 소스에 액세스합니다. AWS STS의 응답에는 앱이 DynamoDB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정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AccessKeyID, SecretAccessKey 및 SessionToken 필드에는 이 사용자와 이 앱에만 유효한 보안
자격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 Expiration 필드는 이러한 자격 증명이 유효 상태로 유지되는 제한 시간을 지정합니다.
• AssumedRoleId 필드에는 앱에 의해 수임된 세션별 IAM 역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앱은 이
세션 기간 동안 IAM 정책 문서의 액세스 제어를 준수합니다.
• SubjectFromWebIdentityToken 필드에는 이 특정 자격 증명 공급자에 대한 IAM 정책 변수에 표시
되는 고유 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되는 공급자에 대한 IAM 정책 변수이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변수

예제 값

${www.amazon.com:user_id}

amzn1.account.AGJZDKHJKAUUSW6C44CHPEXAMPLE

${graph.facebook.com:id}

123456789

${accounts.google.com:sub}

123456789012345678901

이러한 정책 변수가 사용되는 IAM 정책의 예는 정책 예: 조건을 사용하여 세부적인 액세스 제어 구
현 (p. 1097)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STS가 임시 액세스 자격 증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임시 보안 자
격 증명 요청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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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Accelerator의 ID 및 액세스 관리
DynamoDB Accelerator(DAX)는 DynamoDB와 함께 작동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캐싱 계층을 원활하게 추
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DAX 및 DynamoDB의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은 별개입니다. 두 서비
스 모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각자의 보안 정책을 구현하지만 DAX와
DynamoDB의 보안 모델은 서로 다릅니다.
DAX의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X 액세스 제어 (p. 735) 단원을 참조하세
요.

DynamoDB에 대한 업종별 규정 준수 확인
서드 파티 감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여러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ynamoDB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 SOC(시스템 및 조직 제어)
• 신용카드 업계(PCI)
• 연방정부의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FedRAMP)
• HIPAA(미국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AWS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스 페이지에서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 범위 내 자주 업
데이트되는 AWS 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드 파티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의 보고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DynamoDB 사용 시 귀하의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조직의 규정 준수 목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DynamoDB 사용 시 HIPAA, PCI, FedRAMP와 같은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AWS에서
는 도움이 되는 다음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 –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AWS에서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환경을 배포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배포 가이드입니다.
•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아키텍팅 백서 – 회사에서 AWS를 사용하여 HIPAA를 준수하는 애플리
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백서입니다.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귀사의 산업 및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워크북 및 안내서입니다.
• AWS Config – 리소스 구성이 내부 관행, 업계 지침 및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서비스
입니다.
• AWS Security Hub - 보안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내 보안 상태
에 대한 포괄적인 보기입니다.

Amazon DynamoDB의 복원성 및 재해 복구
AWS 글로벌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복성을 갖
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가용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
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기존의 단일 또는 다
중 데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더 먼 지역적 거리를 두고 데이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복제해야 하는 경우 AWS 로컬 리전을 사용하세요.
AWS 로컬 리전은 기존 AWS 리전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단일 데이터 센터입니다. 모든 AWS 리전과 마찬
가지로 AWS 로컬 리전은 다른 AWS 리전과 완벽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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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세요.
AWS 글로벌 인프라 외에도 Amazon DynamoDB는 데이터 복원성과 백업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
능을 제공합니다.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DynamoDB는 온디맨드 백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테이블의 전체 백업을 생성하여 장기간 유지하
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을 참조하세요.
특정 시점으로 복구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사용하면 우발적인 쓰기 또는 삭제 작업으로부터 DynamoDB 테이블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설정해 두면 온디맨드 백업의 생성, 유지 관리, 예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참조하세요.

Amazon DynamoDB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서비스인 Amazon DynamoDB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설명된 AWS 글
로벌 네트워크 보안 절차로 보호됩니다.
AWS에서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DynamoDB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이언트가 TLS(전
송 계층 보안) 1.0을 지원해야 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DHE(Ephemeral DiffieHellman) 또는 ECDHE(Elliptic Curve Diffie-Hellman Ephemeral)와 같은 PFS(전달 완전 보안)가 포함된 암
호 제품군도 지원해야 합니다. Java 7 이상의 최신 시스템은 대부분 이러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청은
액세스 키 ID 및 IAM 주체와 관련된 보안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 대한 Virtual Private Cloud(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퍼
블릭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고도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해 DynamoDB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액세스 (p. 1109)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액
세스
보안상의 이유로 많은 AWS 고객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환경(Amazon VPC)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Amazon VPC를 통해 Amazon EC2 인스턴스를 퍼블릭 인터넷을 비롯한 다른 네트워크와 논리
적으로 분리된 Virtual Private Cloud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Amazon VPC를 사용하면 IP 주소 범위,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및 보안 설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Note
2013년 12월 4일 이후 AWS 계정을 생성했다면 각 AWS 리전에 기본 VPC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
본 VPC는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구성 단계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기본 VPC 및 기본 서브넷을 참조하세요.
퍼블릭 인터넷에 액세스하려면 VPC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가상 라우터인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VPC에 있어
야 합니다. 이를 통해 VPC의 Amazon EC2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Amazon DynamoDB와 같은 인터
넷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ynamoDB와의 통신은 SSL/TLS 암호화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하는 HTTPS 프로
토콜을 사용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VPC의 EC2 인스턴스가 DynamoDB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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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객이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를 우
려합니다.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를 사용하여 모든 DynamoDB 네트워크 트래픽을 자체 기업 네트워크 인
프라를 통해 라우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역폭 및 가용
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
인트를 사용하면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퍼블릭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고도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
용해 DynamoDB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에 퍼블릭 IP 주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VPC에
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NAT 디바이스 또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필요 없습니다. 엔드포인트 정책을
사용하여 DynamoDB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VPC와 AWS 서비스 간의 트래픽은 Amazon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면 리전 내의 DynamoDB 엔드포인트(예: dynamodb.uswest-2.amazonaws.com)에 대한 모든 요청이 Amazon 네트워크 내의 프라이빗 DynamoDB 종단점으로 라우
팅됩니다. VPC의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엔드포인트 이름은
변함이 없지만 DynamoDB로의 경로는 전적으로 Amazon 네트워크 내에 유지되며 퍼블릭 인터넷에 액세스
하지 않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VPC의 EC2 인스턴스가 DynamoDB에 액세스하기 위해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방
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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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자습서: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사용” (p. 1111)을 참조하십
시오.

자습서: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사용
이 단원에서는 DynamoDB에 대해 VPC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주제
• 1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p. 1111)
• 2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구성 (p. 1112)
• 3단계: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생성 (p. 1113)
• 4단계: (선택 사항) 정리 (p. 1115)

1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이 단계에서는 기본 Amazon VPC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DynamoDB에 대해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솔을 엽니다.

2.

[Launch Instance]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1단계: Amazon 머신 이미지(AMI) 선택
• AMI 목록 맨 위에서 [Amazon Linux AMI]로 이동한 후 [Select]를 선택합니다.
2단계: 인스턴스 유형 선택
• 인스턴스 유형 목록 맨 위에서 [t2.micro]를 선택합니다.
• [Next: Configure Instance Details]를 선택합니다.
3단계: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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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로 이동한 후 기본 VPC를 선택합니다.
다음: 스토리지 추가(Next: Add Storage)를 선택합니다.
4단계: 스토리지 추가
• [Next: Tag Instance]를 선택하여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5단계: 인스턴스에 태그 지정
• [Next: Configure Security Group]을 선택하여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6단계: 보안 그룹 구성
• [Select an existing security group]을 선택합니다.
• 보안 그룹 목록에서 [default]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VPC의 기본 보안 그룹입니다.
• [Next: Review and Launch]를 선택합니다.
7단계: 인스턴스 시작 검토
• 시작을 선택합니다.
3.

[Select an existing key pair or create a new key pair] 창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mazon EC2 키 페어가 없는 경우 Create a new key pair(새 키 페어 생성)를 선택하고 지침을 따릅니
다. 프라이빗 키 파일(.pem 파일)을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Amazon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할 때 필요합니다.
• Amazon EC2 키 페어가 이미 있으면 Select a key pair(키 페어 선택)로 이동하고 목록에서 해당 키 페
어를 선택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려면 프라이빗 키 파일(.pem 파일)이 있어야 합
니다.

4.

구성된 키 페어가 있으면 Launch Instances(인스턴스 시작)를 선택합니다.

5.

Amazon EC2 콘솔 홈 페이지로 돌아가서 시작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하단 창의
[Description] 탭에서 인스턴스의 [Public DNS]를 확인합니다. 예: ec2-00-00-00-00.useast-1.compute.amazonaws.com.
이 퍼블릭 DNS 이름은 이 자습서의 다음 단계(2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구성 (p. 1112))에서 필요
하므로 기록해 둡니다.

Note
Amazon EC2 인스턴스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Instance State]가 running이고 모든 [Status Checks]가 통과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구성
Amazon EC2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스턴스에 로그인하고 첫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Note
다음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Linux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로 연결되어 있다
고 가정합니다. 다른 연결 방법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턴스에
연결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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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인바운드 SSH 트래픽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EC2 보안
그룹을 생성하여 EC2 인스턴스에 할당합니다.
a.

탐색 창에서 [Security Groups]를 선택합니다.

b.

보안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보안 그룹 생성 창에서 다음을 수행하세요.
• Security group name(보안 그룹 이름) - 보안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my-ssh-access
• Description(설명) - 보안 그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VPC - 기본 VPC를 선택합니다.
• [Security group rules] 단원에서 [Add Rule]을 선택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 Type(유형) - SSH를 선택합니다.
• Source(소스) - 내 IP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2.

c.

탐색 창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d.

1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p. 1111)에서 시작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e.

Actions(작업) --> 네트워킹 --> 보안 그룹 변경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f.

[보안 그룹 변경]에서 이 절차에서 앞서 생성한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예: my-ssh-access). 기
존 default보안 그룹도 선택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보안 그룹 할당]을 선택합
니다.

ssh 명령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아래 예 참조).
ssh -i my-keypair.pem ec2-user@public-dns-name

프라이빗 키 파일(.pem 파일)과 인스턴스의 퍼블릭 DNS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1단계: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p. 1111) 단원을 참조하세요.)
로그인 ID는 ec2-user입니다. 암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아래와 같이 AWS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면 AWS 액세스 키 ID, 비밀 키 및 기본 리전
이름을 입력합니다.
aws configure
AWS Access Key ID [None]: AKIAIOSFODNN7EXAMPLE
AWS Secret Access Key [None]: wJalrXUtnFEMI/K7MDENG/bPxRfiCYEXAMPLEKEY
Default region name [None]: us-east-1
Default output format [None]:

이제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3단계: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생성
이 단계에서는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이 엔드포인트가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1.

시작하기 전에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DynamoDB와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aws dynamodb list-tables

출력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DynamoDB 테이블 목록이 표시됩니다. (보유 중인 테이블이 없는 경우 목
록이 비어있음).
2.

DynamoDB가 현재 AWS 리전에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확인
합니다. (명령은 예제 출력에 이어 굵은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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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ec2 describe-vpc-endpoint-services
{

}

"ServiceNames": [
"com.amazonaws.us-east-1.s3",
"com.amazonaws.us-east-1.dynamodb"
]

예제 출력에서 DynamoDB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VPC 엔트포인트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3.

VPC 식별자 확인
aws ec2 describe-vpcs
{

}

"Vpcs": [
{
"VpcId": "vpc-0bbc736e",
"InstanceTenancy": "default",
"State": "available",
"DhcpOptionsId": "dopt-8454b7e1",
"CidrBlock": "172.31.0.0/16",
"IsDefault": true
}
]

예제 출력에서 VPC ID는 vpc-0bbc736e입니다.
4.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vpc-id 파라미터에 대해 이전 단계에서 VPC ID를 지정합니다. -route-table-id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를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합니다.
aws ec2 create-vpc-endpoint --vpc-id vpc-0bbc736e --service-name com.amazonaws.useast-1.dynamodb --route-table-ids rtb-11aa22bb
{

"VpcEndpoint": {
"PolicyDocument": "{\"Version\":\"2008-10-17\",\"Statement\":[{\"Effect\":
\"Allow\",\"Principal\":\"*\",\"Action\":\"*\",\"Resource\":\"*\"}]}",
"VpcId": "vpc-0bbc736e",
"State": "available",
"ServiceName": "com.amazonaws.us-east-1.dynamodb",
"RouteTableIds": [
"rtb-11aa22bb"
],
"VpcEndpointId": "vpce-9b15e2f2",
"CreationTimestamp": "2017-07-26T22:00:14Z"
}
}

5.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DynamoDB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aws dynamodb list-tables

원하는 경우 DynamoDB에 대한 다른 몇 가지 AWS CLI 명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I 명령 참조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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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선택 사항) 정리
이 자습서에서 생성한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DynamoDB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제거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mazon EC2 인스턴스에 로그인합니다.

2.

VPC 종단점 ID를 결정합니다.
aws ec2 describe-vpc-endpoints
{

"VpcEndpoint": {
"PolicyDocument": "{\"Version\":\"2008-10-17\",\"Statement\":[{\"Effect\":
\"Allow\",\"Principal\":\"*\",\"Action\":\"*\",\"Resource\":\"*\"}]}",
"VpcId": "vpc-0bbc736e",
"State": "available",
"ServiceName": "com.amazonaws.us-east-1.dynamodb",
"RouteTableIds": [],
"VpcEndpointId": "vpce-9b15e2f2",
"CreationTimestamp": "2017-07-26T22:00:14Z"
}
}

예제 출력에서 VPC 종단점 ID는 vpce-9b15e2f2입니다.
3.

VPC 종단점을 삭제합니다.
aws ec2 delete-vpc-endpoints --vpc-endpoint-ids vpce-9b15e2f2
{
}

"Unsuccessful": []

빈 어레이 []는 성공을 나타냅니다(실패한 요청 없음).

Amazon EC2 인스턴스를 종료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3.

Amazon EC2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4.

작업, 인스턴스 상태, 종료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5.

확인 창에서 [예, 종료합니다.]를 선택합니다.

Amazon DynamoDB의 구성 및 취약성 분석
AWS가 게스트 운영 체제(OS), 데이터베이스 패치, 방화벽 구성, 재해 복구 등의 기본 보안 작업을 처리합니
다. 적합한 제3자가 이 절차를 검토하고 인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 Amazon DynamoDB의 규정 준수 확인
• 공동 책임 모델
•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의 개요(백서)
다음 보안 모범 사례에서도 Amazon DynamoDB의 구성 및 취약성 분석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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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nfig Rules를 이용한 DynamoDB 규정 준수 모니터링
• AWS Config를 이용한 DynamoDB 구성 모니터링

Amazon DynamoDB 보안 모범 사례
Amazon DynamoDB는 자체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
음 모범 사례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환경에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주제
• DynamoDB 예방 보안 모범 사례 (p. 1116)
• DynamoDB 탐지 보안 모범 사례 (p. 1117)

DynamoDB 예방 보안 모범 사례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통해 Amazon DynamoDB에서 보안 사고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DynamoDB는 유휴 시 테이블, 인덱스, 스트림 및 백업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에 저장된 암호화 키를 사용해 암호화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 스토리지
에 대한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여 데이터 보호 계층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DynamoDB가 AWS 소유 키(기본 암호화 유형)와 AWS 관리형 키 또는 고객 관리형 키 중에서 어떤 것
을 사용해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사용 Amazon
DynamoDB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IAM 역할을 사용해 DynamoDB에 대한 액세스 인증하기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기타 AWS 서비스는 DynamoDB에 액세스하려면 AWS API 요청에 유효한 AWS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AWS 자격 증명을 애플리케이션이나 EC2 인스턴스에 직접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은 자동으로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경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는 장기 자격 증명입니다. IAM 역할을 사용하면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액세스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 단원을 참조하세요.
IAM 정책을 사용한 DynamoDB 기본 인증
권한을 부여하려면 권한을 부여받을 사용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DynamoDB API, 해당
리소스에 허용하고자 하는 특정 작업을 결정합니다. 최소 권한을 구현하는 것이 오류 또는 악의적인 의
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IAM 자격 증명(즉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권한 정책을 연결함으로써 DynamoDB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WS 관리형(미리 정의된) 정책
• 고객 관리형 정책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
DynamoDB에서 권한을 부여할 때 권한 정책이 적용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권한을 구현하는 것이 오류 또는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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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정책을 사용해 권한을 부여할 때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 사용자에게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의 특정 항목 및 속성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허용하는 권한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ID를 기준으로 테이블의 특정 속성에 대한 쓰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해당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위한 IAM 정책을 참조하세요.
VPC 엔드포인트 및 정책을 사용해 DynamoDB에 액세스
Virtual Private Cloud(VPC)에서 DynamoDB에 액세스하는 권한만 필요한 경우에는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VPC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트래픽이 개방형 인터
넷을 통과하여 이 환경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다음 정책을 사용해 액세스를 제어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 VPC 엔드포인트 정책 - 이 정책은 DynamoDB VPC 종단점에서 적용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API 액세스를 제어 및 제한할 수 있습니다.
• IAM 정책 - IAM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연결된 정책의 aws:sourceVpce 조건을 사용해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모든 액세스가 지정된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강제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용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측 암호화 참조
DynamoDB에 중요 데이터나 기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수명 주기 내내 보호되도록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전송 중 및 유휴 상태의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일반 텍
스트 데이터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mazon DynamoDB Encryption Client는 DynamoDB에 보낼 테이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코어에는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 서명, 확인 및 해독하는 항목 암호화
도구가 있습니다. 항목 암호화 도구는 테이블 항목에 대한 정보와 암호화 및 서명할 항목에 대한 지침을
사용합니다. 또한 암호화 자료와 이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사용자가 선택 및 구성하는 암
호화 자료 공급자에게서 가져옵니다.

DynamoDB 탐지 보안 모범 사례
다음과 같은 Amazon DynamoDB 모범 사례는 잠재적 보안 약점과 사고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CloudTrail을 사용해 AWS 관리형 KMS 키 사용량 모니터링하기
유휴 중 암호화를 위해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 키의 사용량은 AWS CloudTrail로 로깅
됩니다. CloudTrail은 계정에서 수행한 작업을 기록함으로써 사용자 활동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CloudTrail은 요청한 사용자, 사용한 서비스, 수행한 작업, 작업에 대한 파라미터, AWS 서비스가 반환하
는 응답 요소 등 각 작업에 대한 중요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AWS 리소스의 변경 사항을 추
적하고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loudTrail을 이용하면 내부 정책 및 규제 표준 준
수를 더 쉽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을 사용해 키 사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은 계정의 AWS API 호출 및 관련 이벤트
내역이 포함된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로그 파일은 AWS Management Console, AWS SDK, 명령줄
도구를 사용해 이루어진 모든 AWS KMS API 요청 외에도 통합된 AWS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요청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로그 파일을 사용해 키가 사용된 시간, 요청되었던 작업, 요청자의 ID, 요청이 시작
된 IP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KMS
API 호출 및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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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Trail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모니터링
CloudTrail은 제어 플레인 이벤트와 데이터 영역 이벤트를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제어 플레인 작
업은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고 관리하도록 해 줍니다. 또한 인덱스, 스트림 및 테이블에 따라 다른
다양한 객체를 사용하도록 해 줍니다. 데이터 영역 작업은 테이블의 데이터에 대해 생성, 읽기, 업데이트
및 삭제(CRUD)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 줍니다. 데이터 영역 작업의 일부는 보조 인덱스로부터 데이터를
읽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CloudTrail에서 데이터 영역 이벤트의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CloudTrail에서 데
이터 영역 API 활동의 로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적을 위한 데이터 이벤트 로깅 단원
을 참조하세요.
DynamoDB에서 활동이 수행되면 해당 활동은 이벤트 기록에 있는 다른 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CloudTrail 이벤트에 기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을
참조하세요. AWS 계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에서 CloudTrail 이벤트 기록을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세요.
DynamoDB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하여 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을 생성합니
다. CloudTrail은 추적을 사용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
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고 지정된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
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 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Streams를 이용한 데이터 영역 작업 모니터링
DynamoDB는 DynamoDB Streams의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코드 조각인 트리거를 만들 수 있도
록 AWS Lambda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트리거를 사용하면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 수정에 응답하
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DynamoDB Streams를 활성화할 경우 스트림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자가 작성하
는 Lambda 함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항목이 수정되는 즉시 새로운 레코드가 테이블의 스트
림에 표시됩니다. AWS Lambda는 새로운 스트림 레코드가 감지될 때마다 스트림을 폴링하고 Lambda
함수를 동기식으로 호출합니다. Lambda 함수는 알림 보내기, 워크플로 시작과 같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습서: Amazon DynamoDB Streams와 함께 AWS Lambda 사용하기를 참조하세요. 이
예에서는 DynamoDB 이벤트 입력을 받아들여 이 입력에 포함된 메시지를 처리한 후 수신 이벤트 데이
터 중 일부를 Amazon CloudWatch Logs에 씁니다.
AWS Config를 이용한 DynamoDB 구성 모니터링
AWS Config를 통해 AWS 리소스의 구성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AWS Config를 이용해 AWS 리소스의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전 상태에서 변경된 사항이 탐지
되면 사용자가 검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알
림이 전송됩니다. 콘솔을 이용한 AWS Config 설정의 지침에 따라 DynamoDB 리소스 유형이 포함되도
록 합니다.
Amazon SNS 주제로 구성 변경 및 알림을 스트리밍하도록 AWS Config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가 업데이트되면 변경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이메일로 전송되는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AWS Config가 리소스와 대조하여 사용자 지정 규칙 또는 관리형 규칙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알림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예제는 AWS Config개발자 안내서에서 AWS Config가 Amazon SNS 주제로 전송하는 알림을 참조하세
요.
AWS Config 규칙을 이용한 DynamoDB 규정 준수 모니터링
AWS Config는 리소스에서 발생하는 구성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규칙의 조건 중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리소스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AWS Config
는 해당 리소스와 규칙을 규칙 미준수로 표시합니다.
AWS Config를 사용해 리소스 구성을 평가함으로써 리소스 구성이 내부 관행, 업계 지침,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는 AWS 관리형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 규칙은 AWS 리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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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가 일반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AWS Config가 사용하는 미리 정의된 사용
자 지정 가능 규칙입니다.
식별 및 자동화를 위해 DynamoDB 리소스에 태그 지정하기
AWS 리소스에 태그 형태로 메타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태그는 리소스 관리, 검색 및 필터링
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옵션 값과 고객이 정의한 키로 구성된 간단한 레이블입니다.
태그를 지정하면 그룹화 제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태그 유형은 없지만 목적, 소유자, 환경 또
는 기타 기준에 따라 리소스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보안 - 암호화와 같은 요구 사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기밀성 – 리소스가 지원하는 특정 데이터 기밀성 수준에 대한 식별자입니다.
• 환경 - 개발, 테스트 및 프로덕션 인프라 간 구별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태그 지정 전략 및 DynamoDB에 태그 지정하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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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로깅
모니터링은 DynamoDB 및 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중
지점 실패가 발생할 경우 보다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AWS 솔루션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모니터링 데이터
를 수집해야 합니다. AWS는 DynamoDB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인시던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도
구를 제공합니다.
주제
• DynamoDB의 로깅 및 모니터링 (p. 1120)
• DynamoDB Accelerator의 로깅 및 모니터링 (p. 1156)
•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사용해 데이터 액세스 분석 (p. 1156)

DynamoDB의 로깅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DynamoDB 및 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생하
는 다중 지점 실패를 보다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AWS 솔루션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
집해야 합니다. DynamoDB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의 목표
• 모니터링할 리소스
• 이러한 리소스를 모니터링하는 빈도
• 사용할 모니터링 도구
• 모니터링 태스크를 수행할 사람
• 문제 발생 시 알려야 할 대상
다음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성능을 측정하여 환경에서 일반 DynamoDB 성능의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DynamoDB를 모니터링할 때 과거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장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는 현재 성능 데이터와 비교하고, 일반 성능 패턴과 성능 이상을 식별하고, 문제 해결 방법
을 제안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선을 설정하려면 최소한 다음 항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일정 시간 사용된 읽기 또는 쓰기 용량 단위의 수로서, 이를 통해 할당된 처리량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시간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또는 쓰기 용량을 초과한 요청으로서, 이를 통해 어느 요청이 테이
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할당량을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오류로서, 이를 통해 오류가 발생한 요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
• 모니터링 도구 (p. 1121)
•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링 (p. 1122)
•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p.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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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도구
AWS는 DynamoDB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들 도구 중에는 모니터링을 자
동으로 수행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도구도 있지만, 수동 작업이 필요한 도구도 있습니다. 모니터링 태스크를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모니터링 도구
다음과 같은 자동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여 DynamoDB를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Amazon CloudWatch 경보 – 지정한 기간 동안 단일 지표를 감시하고, 여러 기간에 대해 지정된 임계값과
관련하여 지표 값을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태스크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주제 또는 Amazon EC2 Auto Scaling 정책에 전송되는 알림입니다. CloudWatch
경보는 특정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태스크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경되고 지정한 기간 동
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링 (p. 1122) 단원을 참조하
세요.
• Amazon CloudWatch Logs – AWS CloudTrail 또는 기타 소스의 로그 파일을 모니터링, 저장 및 액세스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로그 파일 모니터링을 참조하세요.
• Amazon CloudWatch Events – 이벤트를 일치시키고 하나 이상의 대상 함수 또는 스트림으로 라우팅하여
값을 변경하거나 상태 정보를 캡처하거나 수정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Events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 AWS CloudTrail Log Monitoring – 계정 간에 로그 파일을 공유하고, CloudTrail 로그 파일을 CloudWatch
Logs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Java에서 로그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CloudTrail에
서 전송한 후 로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의
CloudTrail 로그 파일 작업을 참조하세요.

수동 모니터링 도구
DynamoDB 모니터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CloudWatch 경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수동으로 모니
터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DynamoDB, CloudWatch, Trusted Advisor 및 기타 AWS 콘솔 대시보드에서는
AWS 환경의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DynamoDB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
니다.
• DynamoDB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알림
• 총 용량
• 서비스 상태
• CloudWatch 홈 페이지에 표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경보 및 상태
• 경보 및 리소스 그래프
• 서비스 상태
또한 CloudWatch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생성하여 관심 있는 서비스 모니터링
• 지표 데이터를 그래프로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추세 파악
• 모든 AWS 리소스 지표를 검색 및 찾아보기
•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경보 생성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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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링
DynamoDB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읽기 가능하며 실시간에 가까운 지표로 처리하는 CloudWatch를 통해
Amazon DynamoDB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기록 정보를 보
고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
로 DynamoDB 지표 데이터는 CloudWatch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
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란 무엇인가요? 및 지표 보존 기간을 참조하세요.
주제
• DynamoDB 지표 및 차원 (p. 1122)
• DynamoDB 지표 사용 방법 (p. 1138)
• DynamoDB 모니터링을 위한 CloudWatch 경보 생성 (p. 1138)

DynamoDB 지표 및 차원
DynamoDB는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때 다음 지표와 차원을 CloudWatch로 전송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DynamoDB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지표를 보려면(콘솔)
지표는 먼저 서비스 네임스페이스별로 그룹화된 다음, 각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다양한 차원 조합별로 그룹화
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지표(Metrics)를 선택합니다.

Note
사용량(Usage)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여 DynamoDB 사용량 지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
용량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사용량 지표를 참조하세요.
3.

DynamoDB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지표를 보려면(CLI)
•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cloudwatch list-metrics --namespace "AWS/DynamoDB"

지표 및 차원 보기
CloudWatch에 DynamoDB에 대한 다음 지표가 표시됩니다.

DynamoDB 지표
Note
Amazon CloudWatch에서는 1분 간격으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집계합니다.
• ConditionalCheckFailedRequests
• ConsumedReadCapacityUnits
• ConsumedWriteCapacity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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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ThrottleEvents
• ReturnedBytes
• ReturnedItemCount
• ReturnedRecordsCount
• SuccessfulRequestLatency
• SystemErrors
• TimeToLiveDeletedItemCount
• ThrottledRequests
• TransactionConflict
• UserErrors
• WriteThrottleEvents
다른 모든 DynamoDB 지표의 경우 집계 단위는 5분입니다.
Average나 Sum처럼 모든 지표에 적용되지 않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모두 Amazon DynamoDB
콘솔, CloudWatch 콘솔, AWS CLI 또는 AWS SDK(모든 지표에 대해)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에는 각 지표에 적용되는 유효한 통계 집합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표 목록
• AccountMaxReads (p. 1124)
• AccountMaxTableLevelReads (p. 1124)
• AccountMaxTableLevelWrites (p. 1124)
• AccountMaxWrites (p. 1124)
• AccountProvisionedReadCapacityUtilization (p. 1125)
• AccountProvisionedWriteCapacityUtilization (p. 1125)
• AgeOfOldestUnreplicatedRecord (p. 1125)
• ConditionalCheckFailedRequests (p. 1125)
• ConsumedChangeDataCaptureUnits (p. 1126)
• ConsumedReadCapacityUnits (p. 1126)
• ConsumedWriteCapacityUnits (p. 1127)
• FailedToReplicateRecordCount (p. 1127)
• MaxProvisionedTableReadCapacityUtilization (p. 1128)
• MaxProvisionedTableWriteCapacityUtilization (p. 1128)
• OnlineIndexConsumedWriteCapacity (p. 1128)
• OnlineIndexPercentageProgress (p. 1129)
• OnlineIndexThrottleEvents (p. 1129)
• PendingReplicationCount (p. 1129)
• ProvisionedReadCapacityUnits (p. 1130)
• ProvisionedWriteCapacityUnits (p. 1130)
• ReadThrottleEvents (p. 1130)
• ReplicationLatency (p. 1131)
• ReturnedBytes (p. 1131)
• ReturnedItemCount (p. 1131)
• ReturnedRecordsCount (p.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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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ccessfulRequestLatency (p. 1132)
• SystemErrors (p. 1132)
• TimeToLiveDeletedItemCount (p. 1133)
• ThrottledPutRecordCount (p. 1133)
• ThrottledRequests (p. 1133)
• TransactionConflict (p. 1134)
• UserErrors (p. 1134)
• WriteThrottleEvents (p. 1135)

AccountMaxRead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용량 유닛의 최대 수입니다. 이 제한은 온디맨드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
덱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aximum -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용량 단위의 최대 수입니다.

AccountMaxTableLevelReads
계정의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용량 유닛의 최대 수입니다. 온디맨드 테이
블의 경우 이 제한이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요청 유닛의 최대 수에 영향
을 미칩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aximum - 계정의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용량 단위의 최대 수입니다.

AccountMaxTableLevelWrites
계정의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기 용량 유닛의 최대 수입니다. 온디맨드 테이
블의 경우 이 제한이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기 요청 유닛의 최대 수에 영향
을 미칩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aximum - 계정의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기 용량 단위의 최대 수입니다.

AccountMaxWrite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기 용량 유닛의 최대 수입니다. 이 제한은 온디맨드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
덱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aximum -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기 용량 단위의 최대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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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ProvisionedReadCapacityUtilization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백분율입니다.
단위: Percent
유효한 통계:
• Maximum -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최대 백분율입니다.
• Minimum -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최소 백분율입니다.
• Average -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평균 백분율입니다. 지표는 5분 간격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경우 이 통계는 정확한 평균값을 나
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ccountProvisionedWriteCapacityUtilization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백분율입니다.
단위: Percent
유효한 통계:
• Maximum -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최대 백분율입니다.
• Minimum -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최소 백분율입니다.
• Average - 계정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평균 백분율입니다. 지표는 5분 간격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경우 이 통계는 정확한 평균값을 나
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geOfOldestUnreplicatedRecord
아직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복제되지 않은 레코드가 DynamoDB 테이블에 처음 나타난 이후의 경과 시간
입니다.
단위: Milliseconds
차원: TableName, DelegatedOperation
유효한 통계:
• Maximum.
• Minimum.
• Average.

ConditionalCheckFailedRequests
조건부 쓰기 실패 횟수입니다. PutItem, UpdateItem 및 DeleteItem 작업에서는 해당 작업이 진행하
려면 먼저 true로 평가되어야 하는 논리적 조건을 사용자가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면
ConditionalCheckFailedRequests가 1씩 증분됩니다. ConditionalCheckFailedRequests도 논
리적 조건이 제공되고 해당 조건이 false로 평가되는 PartiQL Update 및 Delete 문에 대해 1씩 증분됩니다.

Note
조건부 쓰기가 실패하면 HTTP 400 오류(잘못된 요청)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ConditionalCheckFailedRequests 지표에만 반영되고, UserErrors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
습니다.
단위: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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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Table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ConsumedChangeDataCaptureUnits
사용된 변경 데이터 캡처 단위의 수입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DelegatedOperation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ConsumedReadCapacityUnits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수로, 이를 통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추
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과 테이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 또는 특정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사용된 총 읽기 용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일 때는 TableName 차원이 ConsumedReadCapacityUnits를 반환하지만, 글로벌 보조 인덱
스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일 때 ConsumedReadCapacityUnits를 확인하려면
TableName과 GlobalSecondaryIndexName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Note
Sum 통계를 사용하여 사용된 처리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분간 Sum 값을 가져와 60초로 나눠
초당 평균 ConsumedReadCapacityUnits를 계산합니다(이 평균값은 1분간 발생한 읽기 작업이
많지만 짧은 순간에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계산된 값을 DynamoDB에 제공하는 프로
비저닝된 처리량 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개별 요청에 의해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최소 수입니다.
• Maximum -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개별 요청에 의해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최대 수입니다.
• Average - 사용된 요청당 읽기 용량 평균입니다.

Note
Average 값은 샘플 값이 0이 될 비활동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 Sum - 사용된 총 읽기 용량 단위입니다. ConsumedReadCapacityUnits 지표에 가장 유용한 통계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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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Count - DynamoDB에 대한 읽기 요청 수입니다(읽기 용량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

Note
SampleCount 값은 샘플 값이 0이 될 비활동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ConsumedWriteCapacityUnits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의 수로, 이를 통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추
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이블과 테이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 또는 특정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사용된 총 쓰기 용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참조하세요.
테이블일 때는 TableName 차원이 ConsumedWriteCapacityUnits를 반환하지만, 글로벌 보조 인덱
스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일 때 ConsumedWriteCapacityUnits를 확인하려면
TableName과 GlobalSecondaryIndexName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Note
Sum 통계를 사용하여 사용된 처리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분간 Sum 값을 가져와 60초로 나눠
초당 평균 ConsumedWriteCapacityUnits를 계산합니다(이 평균값은 1분간 발생한 쓰기 작업
이 많지만 짧은 순간에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계산된 값을 DynamoDB에 제공하는 프
로비저닝된 처리량 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개별 요청에 의해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의 최소 수입니다.
• Maximum -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개별 요청에 의해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의 최대 수입니다.
• Average - 사용된 요청당 쓰기 용량 평균입니다.

Note
Average 값은 샘플 값이 0이 될 비활동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 Sum - 사용된 총 쓰기 용량 단위입니다. ConsumedWriteCapacityUnits 지표에 가장 유용한 통계입니
다.
• SampleCount - DynamoDB에 대한 쓰기 요청 수입니다(쓰기 용량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

Note
SampleCount 값은 샘플 값이 0이 될 비활동 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FailedToReplicateRecordCount
DynamoDB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으로 복제하지 못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Count
Dimensions: TableName, DelegatedOperation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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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Count

MaxProvisionedTableReadCapacityUtilization
계정의 가장 높은 프로비저닝된 읽기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의 백분율입니다.
단위: Percent
유효한 통계:
• Maximum – 계정의 가장 높은 프로비저닝된 읽기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
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최대 백분율입니다.
• Minimum – 계정의 가장 높은 프로비저닝된 읽기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
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최소 백분율입니다.
• Average - 계정의 가장 높은 프로비저닝된 읽기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
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평균 백분율입니다. 지표는 5분 간격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경우 이 통계는 정확한 평균값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axProvisionedTableWriteCapacityUtilization
계정의 가장 높은 프로비저닝된 쓰기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의 백분율입니다.
단위: Percent
유효한 통계:
• Maximum - 계정의 가장 높은 프로비저닝된 쓰기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
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최대 백분율입니다.
• Minimum - 계정의 가장 높은 프로비저닝된 쓰기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
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최소 백분율입니다.
• Average - 계정의 가장 높은 프로비저닝된 쓰기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프로비저
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평균 백분율입니다. 지표는 5분 간격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경우 이 통계는 정확한 평균값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OnlineIndexConsumedWriteCapacity
새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테이블에 추가할 때 사용되는 쓰기 용량 단위의 수입니다. 인덱스의 쓰기 용량이 너
무 낮으면 채움(backfill) 단계에서 수신되는 쓰기 작업이 병목 현상을 일으켜 인덱스 생성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 빌드 중에는 이 통계를 모니터링하여 인덱스 쓰기 용량의 언더프로비저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덱스가 계속 빌드 중인 경우에도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의 쓰기 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인덱스 생성 중 사용된 쓰기 처리량은 인덱스의 ConsumedWriteCapacityUnits 지표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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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OnlineIndexPercentageProgress
새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테이블에 추가되고 있는 진행률입니다. DynamoDB는 먼저 리소스를 새 인덱스에
할당한 다음 테이블의 속성을 인덱스에 채워야 합니다. 테이블 용량이 클 때는 이 프로세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DynamoDB가 인덱스를 빌드할 때는 이 통계를 모니터링하여 상대적인 진행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OnlineIndexThrottleEvents
새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테이블에 추가할 때 발생하는 쓰기 병목 이벤트의 수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수신
쓰기 작업이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쓰기 처리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생성할 때 시간이 더 걸릴 것
임을 나타냅니다.
인덱스가 계속 빌드 중인 경우에도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의 쓰기 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인덱스 생성 중 발생한 병목 이벤트는 인덱스의 WriteThrottleEvents 지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PendingReplicationCount
2017년 11월 29일 버전 (p. 316)의 지표입니다. 하나의 복제본 테이블에 쓰였지만 전역 테이블의 다른 복제
본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항목 업데이트 수를 보여줍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ReceivingRegion
API 버전 2012-08-10
112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모니터링

유효한 통계:
• Average
• Sample Count
• Sum

ProvisionedReadCapacityUnits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수입니다. 테이블에 대해서는
TableName 차원이 ProvisionedReadCapacityUnits를 반환하지만,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일 때 ProvisionedReadCapacityUnits를 확인하려면
TableName과 GlobalSecondaryIndexName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에 대한 가장 낮은 설정입니다. UpdateTable을 사용하여 읽기 용량
을 늘리는 경우 이 지표는 해당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된 ReadCapacityUnits의 최저값을 보여줍니다.
• Maximum -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에 대한 가장 높은 설정입니다. UpdateTable을 사용하여 읽기 용량
을 줄이는 경우 이 지표는 해당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된 ReadCapacityUnits의 최고값을 보여줍니다.
• Average -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평균입니다. ProvisionedReadCapacityUnits 지표는 5분 간격
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경우 이 통계는 정확한 평균값
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rovisionedWriteCapacityUnits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수입니다.
테이블일 때는 TableName 차원이 ProvisionedWriteCapacityUnits를 반환하지만, 글로벌 보조 인덱
스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일 때 ProvisionedWriteCapacityUnits를 확인하려면
TableName과 GlobalSecondaryIndexName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에 대한 가장 낮은 설정입니다. UpdateTable을 사용하여 쓰기 용량
을 늘리는 경우 이 지표는 해당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된 WriteCapacityUnits의 최저값을 보여줍니다.
• Maximum -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에 대한 가장 높은 설정입니다. UpdateTable을 사용하여 쓰기 용량
을 줄이는 경우 이 지표는 해당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된 WriteCapacityUnits의 최고값을 보여줍니다.
• Average -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평균입니다. ProvisionedWriteCapacityUnits 지표는 5분 간격
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경우 이 통계는 정확한 평균값
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adThrottleEvents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를 초과하는 DynamoDB에 대한 요청
입니다.
단일 요청으로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 항목을 읽는 BatchGetItem이 10개의
GetItem 이벤트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각 이벤트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ReadThrottleEvents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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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증분됩니다. 모두 10개의 GetItem 이벤트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체 BatchGetItem의
ThrottledRequests 지표는 증분되지 않습니다.
테이블일 때는 TableName 차원이 ReadThrottleEvents를 반환하지만, 글로벌 보조 인덱스일 때
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일 때 ReadThrottleEvents를 확인하려면 TableName과
GlobalSecondaryIndexName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SampleCount
• Sum

ReplicationLatency
(이 지표는 DynamoDB 전역 테이블용입니다.) 하나의 복제본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스트림에 나타나는
업데이트된 항목과 전역 테이블의 다른 복제본에 나타나는 해당 항목 사이의 경과된 시간입니다.
단위: Milliseconds
차원: TableName, ReceivingRegion
유효한 통계:
• Average
• Minimum
• Maximum

Returned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GetRecords 작업(Amazon DynamoDB Streams)에 의해 반환되는 바이트 수입니다.
단위: Bytes
차원: Operation, StreamLabel, Table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ReturnedItemCount
지정된 기간 동안 Query, Scan 또는 ExecuteStatement(select) 작업에 의해 반환되는 항목 수입니다.
반환되는 항목 수가 평가된 항목 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항목이 100개인 테이블또는
인덱스에 대해 Scan을 요청했지만 결과를 좁히는 FilterExpression을 지정하여 15개의 항목만 반환되
도록 한 경우, Scan의 응답에 100개 ScanCount 및 15개 Count의 반환된 항목이 포함됩니다.
단위: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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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TableName, Operation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ReturnedRecordsCount
지정된 기간 동안 GetRecords 작업(Amazon DynamoDB Streams)에 의해 반환되는 스트림 레코드 수입니
다.
단위: Count
차원: Operation, StreamLabel, TableName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 Sum

SuccessfulRequestLatency
지정된 기간 동안 DynamoDB 또는 Amazon DynamoDB Streams에 대해 성공한 요청입니다.
SuccessfulRequestLatency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성공한 요청의 경과 시간(Minimum, Maximum, Sum 또는 Average)
• 성공한 요청의 수(SampleCount)
SuccessfulRequestLatency는 DynamoDB 또는 Amazon DynamoDB Streams 내의 활동만 반영하며,
네트워크 지연 시간이나 클라이언트 측 활동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위: Milliseconds
차원: TableName, Operation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SystemErrors
지정된 기간 동안 HTTP 500 상태 코드를 생성하는 DynamoDB 또는 Amazon DynamoDB Streams에 대한
요청입니다. HTTP 500은 대개 내부 서비스 오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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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Operation
유효한 통계:
• Sum
• SampleCount

TimeToLiveDeletedItemCount
지정된 기간 동안 TTL(Time To Live)에서 삭제된 항목 수입니다. 이 지표는 테이블에서 TTL 삭제 비율을 모
니터링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유효한 통계:
• Sum

ThrottledPutRecordCount
Kinesis Data Streams 용량이 부족하여 Kinesis Data Streams에 복제하지 못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DelegatedOperation
유효한 통계:
• Minimum
• Maximum
• Average
• SampleCount

ThrottledRequests
리소스(테이블 또는 인덱스 등)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는 DynamoDB에 대한 요청입니
다.
요청에 포함된 이벤트가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제한을 초과하면 ThrottledRequests가 1씩 증분됩
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항목을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테이블에 쓰기, 각 인덱스
에 쓰기 등과 같은 여러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이벤트 중 하나 이상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ThrottledRequests가 1씩 증분됩니다.

Note
배치 요청(BatchGetItem 또는 BatchWriteItem)에서는 배치의 모든 요청에서 병목 현상이 발
생하는 경우에만 ThrottledRequests가 증분됩니다.
배치 내의 개별 요청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다음 지표 중 하나가 증분됩니다.
• ReadThrottleEvents - BatchGetItem 내의 GetItem 이벤트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경우
• WriteThrottleEvents - BatchWriteItem 내의 PutItem 또는 DeleteItem 이벤트에서 병
목 현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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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의 병목 현상 원인이 되는 이벤트는 ThrottledRequests를 테이블과 테이블 인덱스의
ReadThrottleEvents 및 WriteThrottleEvents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Note
병목 현상이 발생한 요청에 의해 HTTP 400 상태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모두
ThrottledRequests 지표에만 반영되고 UserErrors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Operation
유효한 통계:
• Sum
• SampleCount

TransactionConflict
동일한 항목의 동시 요청 간 트랜잭션 충돌로 인해 거부된 항목 수준의 요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의 트랜잭션 충돌 처리를 참조하세요.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유효한 통계:
• Sum - 트랜잭션 충돌로 인해 거부된 항목 수준의 요청 수입니다.

Note
TransactWriteItems 또는 TransactGetItems에 대한 호출 내 여러 항목 수준 요청이 거부
된 경우 각 항목 수준 Put, Update, Delete 또는 Get에 대해 1씩 Sum이 증분됩니다.
• SampleCount - 트랜잭션 충돌로 인해 거부된 요청 수입니다.

Note
TransactWriteItems 또는 TransactGetItems에 대한 호출 내 여러 항목 수준 요청이 거부
된 경우 SampleCount만 1씩 증분됩니다.
• Min - TransactWriteItems, TransactGetItems,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에 대
한 호출 내 거부된 항목 수준 요청의 최소 수입니다.
• Max - TransactWriteItems, TransactGetItems,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에 대
한 호출 내 거부된 항목 수준 요청의 최대 수입니다.
• Average - TransactWriteItems, TransactGetItems,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에 대한 호출 내 거부된 항목 수준 요청의 평균 수입니다.

UserErrors
지정된 기간 동안 HTTP 400 상태 코드를 생성하는 DynamoDB 또는 Amazon DynamoDB Streams에 대한
요청입니다. HTTP 400은 유효하지 않은 파라미터 조합,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려는 시도, 잘못
된 요청 서명 등 대개 클라이언트 측 오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모두 다음을 제외하고 UserErrors 지표에 반영됩니다.
•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 이 단원의 ThrottledRequests 지표를 참조하세요.
•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 이 단원의 ConditionalCheckFailedRequests 지표를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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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Errors는 현재 AWS 리전 및 현재 AWS 계정의 DynamoDB 또는 Amazon DynamoDB Streams 요청
에 대한 HTTP 400 오류의 집계를 나타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Sum
• SampleCount

WriteThrottleEvents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를 초과하는 DynamoDB에 대한 요청
입니다.
단일 요청으로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는 테이블에
대한 PutItem 요청으로 테이블 쓰기, 각 3개의 인덱스 쓰기와 같은 4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
이벤트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WriteThrottleEvents 지표가 1씩 증분됩니다. 하나의 PutItem
요청에 대해 어떤 이벤트에서든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ThrottledRequests 역시 1씩 증분됩니다.
BatchWriteItem에 대해서는 모든 개별 PutItem 또는 DeleteItem 이벤트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체 BatchWriteItem의 ThrottledRequests 지표는 증분되지 않습니다.
테이블일 때는 TableName 차원이 WriteThrottleEvents를 반환하지만, 글로벌 보조 인덱스일 때
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일 때 WriteThrottleEvents를 확인하려면 TableName과
GlobalSecondaryIndexName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단위: Count
차원: TableName, GlobalSecondaryIndexName
유효한 통계:
• Sum
• SampleCount

사용량 지표
CloudWatch의 사용량 지표를 사용하면 CloudWatch 콘솔에서 지표를 시각화하고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생성하며 CloudWatch 이상 탐지를 통해 활동의 변화를 감지하고 사용량이 임계값에 근접할 때 이를 알려 주
는 경보를 구성함으로써 사용량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ynamoDB는 이러한 사용량 지표를 Service Quotas와 통합합니다. CloudWatch를 사용하여 계정의 서
비스 할당량 사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할당량 시각화 및 경보 설정을 참조하세요.
사용 가능한 사용량 지표 목록
• AccountProvisionedWriteCapacityUnits (p. 1135)
• AccountProvisionedReadCapacityUnits (p. 1136)
• TableCount (p. 1136)

AccountProvisionedWriteCapacityUnits
계정의 모든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합계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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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m - 일정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가장 큰 수입니다.
• Maximum - 일정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가장 작은 수입니다.
• Average - 일정 기간 동안 계정에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의 평균 수입니다.
이 지표는 5분 간격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 단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경우 이 통계
는 정확한 평균값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ccountProvisionedReadCapacityUnits
계정의 모든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합계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일정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가장 작은 수입니다.
• Maximum - 일정 기간 동안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가장 큰 수입니다.
• Average - 일정 기간 동안 계정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평균 수입니다.
이 지표는 5분 간격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를 빠르게 조정하는 경우 이 통계
는 정확한 평균값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Count
계정의 활성 테이블 수입니다.
단위: Count
유효한 통계:
• Minimum - 일정 기간 동안 테이블의 가장 적은 수입니다.
• Maximum - 일정 기간 동안 테이블의 가장 큰 수입니다.
• Average - 일정 기간 동안 테이블의 평균 수입니다.

DynamoDB의 지표 및 차원 이해
DynamoDB의 지표는 계정, 테이블 이름, 글로벌 보조 인덱스 이름 또는 작업 값으로 한정됩니다.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하면 아래 표의 어떤 차원이든지 함께 DynamoDB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차원 목록
• DelegatedOperation (p. 1136)
• GlobalSecondaryIndexName (p. 1137)
• 작업 (p. 1137)
•
•
•
•

OperationType (p. 1137)
동사 (p. 1137)
ReceivingRegion (p. 1137)
StreamLabel (p. 1138)

• TableName (p. 1138)

DelegatedOperation
이 차원은 DynamoDB가 사용자 대신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다음 작업은 캡처됩니다.
• Kinesis Data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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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SecondaryIndexName
이 차원은 테이블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GlobalSecondaryIndexName을 지
정하면 TableName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작업
이 차원은 다음의 DynamoDB 작업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 PutItem
• DeleteItem
• UpdateItem
• GetItem
• BatchGetItem
• Scan
• Query
• BatchWriteItem
• TransactWriteItems
• TransactGetItems
• ExecuteTransaction
• BatchExecuteStatement
• ExecuteStatement
또한 다음의 Amazon DynamoDB Streams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GetRecords

OperationType
이 차원은 다음 작업 유형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 Read
• Write
이 차원은 ExecuteTransaction 및 BatchExecuteStatement 요청에 대해 내보내집니다.

동사
이 차원은 다음의 DynamoDB PartiQL 동사 중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 Insert: PartiQLInsert
• Select: PartiQLSelect
• Update: PartiQLUpdate
• Delete: PartiQLDelete
이 차원은 ExecuteStatement 작업에 대해 내보내집니다.

ReceivingRegion
이 차원은 데이터를 특정 AWS 리전으로 제한합니다. 이 지표는 DynamoDB 전역 테이블 내 복제 테이블에서
비롯된 지표와 함께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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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Label
이 차원은 특정 스트림 라벨에 대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이것은 Amazon DynamoDB Streams
GetRecords 작업에서 비롯된 지표와 함께 사용됩니다.

TableName
이 차원은 특정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이 값은 현재 리전 및 현재 AWS 계정의 테이블 이름일
수 있습니다.

DynamoDB 지표 사용 방법
DynamoDB에서 보고하는 지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이 기능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
적인 지표 사용 사례입니다. 모든 사용 사례를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시작하는 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사용 방법

관련 지표

How can I monitor the
rate of TTL deletions on
my table?

지정한 시간 동안 TimeToLiveDeletedItemCount를 모니
터링하여 테이블에 대한 TTL 삭제 속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TimeToLiveDeletedItemCount 지표를 사용하는 서버리스 애
플리케이션의 예를 보려면 AWS Lambda 및 Amazon Kinesis Data
Firehose와 함께 DynamoDB 유지 시간(TTL)을 사용하여 S3에 자동으
로 항목 아카이브를 참조하세요.

How can I determine how
much of my provisioned
throughput is being
used?

일정 시간 ConsumedReadCapacityUnits 또는
ConsumedWriteCapacityUnits를 모니터링하여 할당된 처리량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How can I determine
which requests exceed
the provisioned
throughput quotas of a
table?

요청에 포함된 이벤트가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할당량을 초과하면
ThrottledRequests가 1씩 증분됩니다. 그런 다음 요청의 병목 현
상 원인이 되는 이벤트는 ThrottledRequests를 테이블과 테이블
인덱스의 ReadThrottleEvents 및 WriteThrottleEvents 지표
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How can I determine
if any system errors
occurred?

SystemErrors를 모니터링하여 HTTP 500(서버 오류) 코드가 발생한
요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0이어야 합
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Note
항목 작업 시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테이블 수명 동안 예상됩니다. 실패한 요청은 즉시 다
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모니터링을 위한 CloudWatch 경보 생성
경보로 인해 상태가 변경되면 Amazon 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경
보는 지정한 기간에 단일 지표를 감시하고 여러 기간에 지정된 임계값에 대한 지표 값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
나 이상 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Amazon SNS 주제 또는 Auto Scaling 정책으로 전송되는 알림입니다. 경보는
지속적인 상태 변경에 대해서만 작업을 호출합니다. CloudWatch 경보는 특정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태스크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경되고 지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Note
CloudWatch는 누락된 차원의 지표를 집계하지 않으므로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할 때 필요한 차
원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차원이 누락된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해도 경보를 생성할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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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에서 지원되는 지표 및 필요한 차원 목록은 지표 및 차원 보기 (p. 1122) 단원을 참조하
세요.

전체 읽기 용량을 소비하기 전에 어떻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Amazon SNS 주제 arn:aws:sns:us-east-1:123456789012:capacity-alarm을 생성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설정을 참조하세요.
경보를 만듭니다. 이 예제에서는 할당된 용량을 읽기 용량 단위 5로 가정합니다.
aws cloudwatch put-metric-alarm \
--alarm-name ReadCapacityUnitsLimitAlarm \
--alarm-description "Alarm when read capacity reaches 80% of my provisioned read
capacity" \
--namespace AWS/DynamoDB \
--metric-name ConsumedReadCapacityUnits \
--dimensions Name=TableName,Value=myTable \
--statistic Sum \
--threshold 240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OrEqualToThreshold \
--period 60 \
--evaluation-periods 1 \
--alarm-actions arn:aws:sns:us-east-1:123456789012:capacity-alarm

3.

경보를 테스트합니다.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ReadCapacityUnitsLimit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OK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ReadCapacityUnitsLimit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ALARM

Note
소비된 읽기 용량이 1분(60초) 동안 초당 4단위(할당된 읽기 용량 단위 5의 80%) 이상이면 경보가
작동합니다. 따라서 threshold는 읽기 용량 단위 240(4단위/초 * 60초)입니다. 읽기 용량을 업데
이트할 때마다 경보 계산도 적절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DynamoDB 콘솔을 통해 경보를 생성하면
이 프로세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할당량을 초과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Amazon SNS 주제 arn:aws:sns:us-east-1:123456789012:requests-exceedingthroughput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설정을 참조하세요.

2.

경보를 만듭니다.
aws cloudwatch put-metric-alarm \
--alarm-name RequestsExceedingThroughputAlarm\
--alarm-description "Alarm when my requests are exceeding provisioned throughput
quotas of a table" \
--namespace AWS/DynamoDB \
--metric-name ThrottledRequests \
--dimensions Name=TableName,Value=myTable Name=Operation,Value=aDynamoDBOperation \
--statistic Sum \
--threshold 0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API 버전 2012-08-10
113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period 300 \
--unit Count \
--evaluation-periods 1 \
--alarm-actions arn:aws:sns:us-east-1:123456789012:requests-exceeding-throughput

3.

경보를 테스트합니다.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RequestsExceedingThroughput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OK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RequestsExceedingThroughput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ALARM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Amazon SNS 주제 arn:aws:sns:us-east-1:123456789012:notify-on-system-errors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설정을 참조하세요.

2.

경보를 만듭니다.
aws cloudwatch put-metric-alarm \
--alarm-name SystemErrorsAlarm \
--alarm-description "Alarm when system errors occur" \
--namespace AWS/DynamoDB \
--metric-name SystemErrors \
--dimensions Name=TableName,Value=myTable Name=Operation,Value=aDynamoDBOperation \
--statistic Sum \
--threshold 0 \
--comparison-operator GreaterThanThreshold \
--period 60 \
--unit Count \
--evaluation-periods 1 \
--alarm-actions arn:aws:sns:us-east-1:123456789012:notify-on-system-errors

3.

경보를 테스트합니다.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SystemErrors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OK
aws cloudwatch set-alarm-state --alarm-name SystemErrorsAlarm --state-reason
"initializing" --state-value ALARM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DynamoDB는 DynamoDB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 AWS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레코드를 제공하는 서
비스인 AWS CloudTrail과 통합됩니다. CloudTrail은 DynamoDB에 대한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
다. 캡처되는 호출에는 DynamoDB 콘솔의 호출과 PartiQL 및 Classic API를 모두 사용한 DynamoDB API 작
업에 대한 코드 호출이 포함됩니다. 추적을 생성하면 DynamoDB 이벤트를 포함한 CloudTrail 이벤트를 지속
적으로 Amazon S3 버킷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CloudTrail 콘솔의 이벤트 기
록에서 최신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CloudTrail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수행된 요청,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모니터링 및 경고를 위해 CloudTrail 이벤트를 Amazon CloudWatch Logs와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DynamoDB 서비스 활동에 대한 분석을 향상하고 AWS 계정의 활동 변경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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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na를 사용하여 AWS CloudTrail 로그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쿼리를 사용하여 트렌드를 식별
하고 소스 IP 주소나 사용자 등의 속성별로 활동을 추가로 격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및 사용 방법을 포함하여 CloudTrai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주제
• CloudTrail의 DynamoDB 정보 (p. 1141)
• DynamoDB 로그 파일 항목 이해 (p. 1143)

CloudTrail의 DynamoDB 정보
CloudTrail은 계정 생성 시 AWS 계정에서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지원되는 이벤트 활동이 DynamoDB에
서 발생하면, 해당 활동이 이벤트 기록의 다른 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CloudTrail 이벤트에 기록됩니다.
AWS 계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이벤트 기록
을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세요.
DynamoDB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하여 AWS 계정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을 생성합니다.
CloudTrail은 추적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
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 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하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 서비스 및 통합
• CloudTrail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CloudTrail의 컨트롤 플레인 이벤트
다음 API 작업은 CloudTrail 파일의 이벤트로 기록됩니다.
Amazon DynamoDB
• CreateBackup
• CreateGlobalTable
• CreateTable
• DeleteBackup
• DeleteTable
• DescribeBackup
• DescribeContinuousBackups
• DescribeGlobalTable
• DescribeLimits
• DescribeTable
• DescribeTimeToLive
• ListBackups
• ListTables
• ListTagsOfResource
• ListGlobalTables
• RestoreTableFromBackup
• RestoreTableToPointI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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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Resource
• UntagResource
• UpdateGlobalTable
• UpdateTable
• UpdateTimeToLive
• DescribeReservedCapacity (p. 1090)
• DescribeReservedCapacityOfferings (p. 1090)
• PurchaseReservedCapacityOfferings (p. 1090)
• DescribeScalableTargets
• RegisterScalableTarget
DynamoDB Streams
• DescribeStream
• ListStreams
DynamoDB Accelerator(DAX)
• CreateCluster
• CreateParameterGroup
• CreateSubnetGroup
• DecreaseReplicationFactor
• DeleteCluster
• DeleteParameterGroup
• DeleteSubnetGroup
• DescribeClusters
• DescribeDefaultParameters
• DescribeEvents
• DescribeParameterGroups
• DescribeParameters
• DescribeSubnetGroups
• IncreaseReplicationFactor
• ListTags
• RebootNode
• TagResource
• UntagResource
• UpdateCluster
• UpdateParameterGroup
• UpdateSubnetGroup

CloudTrail의 DynamoDB 데이터 영역 이벤트
CloudTrail 파일에서 다음 API 작업의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CloudTrail에서 데이터 영역 API 활동의 로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적을 위한 데이터 이벤트 로깅 단원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영역 이벤트를 리소스 유형별로 필터링하여 CloudTrail에서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지불하려는
DynamoDB API 호출을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DynamoDB::Stream를 리소스
유형으로 지정하여 DynamoDB Streams API에 대한 호출만 기록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제어하면서 보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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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AWS CloudTrail API 참조의 DataResource를 참조하세
요.
Amazon DynamoDB
• BatchExecuteStatement
• BatchGetItem
• BatchWriteItem
• DeleteItem
• ExecuteStatement
• ExecuteTransaction
• GetItem
• PutItem
• 쿼리
• Scan
• TransactGetItems
• TransactWriteItems
• UpdateItem

Note
DynamoDB 유지 시간(TTL) 데이터 영역 작업은 CloudTrail에서 로깅하지 않습니다.
DynamoDB Streams
• GetRecords
• GetShardIterator

DynamoDB 로그 파일 항목 이해
추적이란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로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모든 소스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된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증명 정보를 이용하
면 다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루트로 했는지 아니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 역할 또는 페더레이션 사용자에 대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 다른 AWS 서비스에서 요청했는지 여부.

Note
키가 아닌 속성 값은 PartiQL API를 사용하는 작업의 CloudTrail 로그에서 삭제되며 Classic API를
사용하는 작업 로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세요.
다음 예에서는 이러한 이벤트 유형의 CloudTrail 로그를 보여줍니다.
Amazon DynamoDB
• UpdateTable (p.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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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Table (p. 1145)
• CreateCluster (p. 1146)
• PutItem(성공) (p. 1147)
• UpdateItem(실패) (p. 1148)
• TransactWriteItems(성공) (p. 1149)
• TransactWriteItems(TransactionCanceledException 있음) (p. 1151)
• ExecuteStatement (p. 1153)
• BatchExecuteStatement (p. 1154)
DynamoDB Streams
• GetRecords (p. 1155)

UpdateTable
{

"Records": [
{
"eventVersion": "1.03",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15-05-28T18:06:01Z"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
},
"eventTime": "2015-05-04T02:14:52Z",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ventName": "UpdateTable",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console.aws.amazon.com",
"requestParameters": {
"provisionedThroughput": {
"writeCapacityUnits": 25,
"readCapacityUnits": 25
}
},
"responseElements": {
"tableDescription": {
"tableName": "Music",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Art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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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Type": "S",
"attributeName": "SongTitle"

}
],
"itemCount": 0,
"provisionedThroughput": {
"writeCapacityUnits": 10,
"numberOfDecreasesToday": 0,
"readCapacityUnits": 10,
"lastIncreaseDateTime": "May 3, 2015 11:34:14 PM"
},
"creationDateTime": "May 3, 2015 11:34:14 PM",
"keySchema": [
{
"attributeName": "Artist",
"keyType": "HASH"
},
{
"attributeName": "SongTitle",
"keyType": "RANGE"
}
],
"tableStatus": "UPDATING",
"tableSizeBytes": 0

}

]

}

}
},
"requestID": "AALNP0J2L244N5O15PKISJ1KUFVV4KQNSO5AEMVJF66Q9ASUAAJG",
"eventID": "eb834e01-f168-435f-92c0-c36278378b6e",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DeleteTable
{

"Records": [
{
"eventVersion": "1.03",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15-05-28T18:06:01Z"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
},
"eventTime": "2015-05-04T13:38:20Z",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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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ventName": "DeleteTable",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console.aws.amazon.com",
"requestParameters": {
"tableName": "Music"
},
"responseElements": {
"tableDescription": {
"tableName": "Music",
"itemCount": 0,
"provisionedThroughput": {
"writeCapacityUnits": 25,
"numberOfDecreasesToday": 0,
"readCapacityUnits": 25
},
"tableStatus": "DELETING",
"tableSizeBytes": 0
}
},
"requestID": "4KBNVRGD25RG1KEO9UT4V3FQDJVV4KQNSO5AEMVJF66Q9ASUAAJG",
"eventID": "a954451c-c2fc-4561-8aea-7a30ba1fdf52",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CreateCluster
{

"Records": [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userName": "bob"
},
"eventTime": "2019-12-17T23:17:34Z",
"eventSource": "dax.amazonaws.com",
"eventName": "CreateCluster",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aws-cli/1.16.304 Python/3.6.9
Linux/4.9.184-0.1.ac.235.83.329.metal1.x86_64 botocore/1.13.40",
"requestParameters": {
"sSESpecification": {
"enabled": true
},
"clusterName": "daxcluster",
"nodeType": "dax.r4.large",
"replicationFactor": 3,
"iamRoleArn": "arn:aws:iam::111122223333:role/
DAXServiceRoleForDynamoDBAccess"
},
"responseElements": {
"cluster": {
"securityGrou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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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dentifier": "sg-1af6e36e",
"status": "active"

}
],
"parameterGroup": {
"nodeIdsToReboot": [],
"parameterGroupName": "default.dax1.0",
"parameterApplyStatus": "in-sync"
},
"clusterDiscoveryEndpoint": {
"port": 8111
},
"clusterArn": "arn:aws:dax:us-west-2:111122223333:cache/daxcluster",
"status": "creating",
"subnetGroup": "default",
"sSEDescription": {
"status": "ENABLED",
"kMSMasterKeyArn":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764898e4-adb1-46d6-a762-e2f4225b4fc4"
},
"iamRoleArn": "arn:aws:iam::111122223333:role/
DAXServiceRoleForDynamoDBAccess",
"clusterName": "daxcluster",
"activeNodes": 0,
"totalNodes": 3,
"preferredMaintenanceWindow": "thu:13:00-thu:14:00",
"nodeType": "dax.r4.large"
}
},
"requestID": "585adc5f-ad05-4e27-8804-70ba1315f8fd",
"eventID": "29158945-28da-4e32-88e1-56d1b90c1a0c",
"eventType": "AwsApiCall",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
]
}

PutItem(성공)
{

"Records": [
{
"eventVersion": "1.06",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15-05-28T18:06:01Z"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
},
"eventTime": "2019-01-19T15:41: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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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ventName": "PutItem",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aws-cli/1.15.64 Python/2.7.16 Darwin/17.7.0 botocore/1.10.63",
"requestParameters": {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Scared of My Shadow"
},
"item": [
"Artist",
"SongTitle",
"AlbumTitle"
],
"returnConsumedCapacity": "TOTAL"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4KBNVRGD25RG1KEO9UT4V3FQDJVV4KQNSO5AEMVJF66Q9ASUAAJG",
"eventID": "a954451c-c2fc-4561-8aea-7a30ba1fdf52",
"readOnly": fals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DynamoDB::Table",
"ARN":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managementEvent": fals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Data"

UpdateItem(실패)
{

"Records": [
{
"eventVersion": "1.07",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attributes": {
"creationDate": "2020-09-03T22:14:13Z",
"mfaAuthenticated": "fal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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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ventTime": "2020-09-03T22:27:15Z",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ventName": "UpdateItem",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aws-cli/1.15.64 Python/2.7.16 Darwin/17.7.0 botocore/1.10.63",
"errorCode":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errorMessage": "The conditional request failed",
"requestParameters": {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day"
},
"updateExpression": "SET #Y = :y, #AT = :t",
"expressionAttributeNames": {
"#Y": "Year",
"#AT": "AlbumTitle"
},
"conditionExpression": "attribute_not_exists(#Y)",
"returnConsumedCapacity": "TOTAL"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4KBNVRGD25RG1KEO9UT4V3FQDJVV4KQNSO5AEMVJF66Q9ASUAAJG",
"eventID": "a954451c-c2fc-4561-8aea-7a30ba1fdf52",
"readOnly": fals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DynamoDB::Table",
"ARN":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managementEvent": fals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Data"

TransactWriteItems(성공)
{

"Records": [
{
"eventVersion": "1.07",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attributes": {
"creationDate": "2020-09-03T22:14: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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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aAuthenticated": "false"

}
},
"eventTime": "2020-09-03T21:48:12Z",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ventName": "TransactWriteItems",
"awsRegion": "us-west-1",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aws-cli/1.15.64 Python/2.7.16 Darwin/17.7.0 botocore/1.10.63",
"requestParameters": {
"requestItems": [
{
"operation": "Put",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day"
},
"items": [
"Artist",
"SongTitle",
"AlbumTitle"
],
"conditionExpression": "#AT = :A",
"expressionAttributeNames": {
"#AT": "AlbumTitle"
},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ALL_OLD"
},
{
"operation": "Update",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morrow"
},
"updateExpression": "SET #AT = :newval",
"ConditionExpression": "attribute_not_exists(Rating)",
"ExpressionAttributeNames": {
"#AT": "AlbumTitle"
},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ALL_OLD"
},
{
"operation": "Delete",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Yesterday"
},
"conditionExpression": "#P between :lo and :hi",
"expressionAttributeNames": {
"#P": "Price"
},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ALL_OLD"
},
{
"operation": "ConditionCheck",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Now"
},
"ConditionExpression": "#P between :lo and :hi",
"ExpressionAttributeNa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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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rice"
},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ALL_OLD"

}
],
"returnConsumedCapacity": "TOTAL",
"returnItemCollectionMetrics": "SIZE"

}

]

}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45EN32OM6TQSMV2MI65O4L5TNFVV4KQNSO5AEMVJF66Q9ASUAAJG",
"eventID": "4f1cc78b-5c94-4174-a6ad-3ee78605381c",
"readOnly": fals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DynamoDB::Table",
"ARN":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managementEvent": fals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Data"

TransactWriteItems(TransactionCanceledException 있음)
{

"Records": [
{
"eventVersion": "1.06",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attributes": {
"creationDate": "2020-09-03T22:14:13Z",
"mfaAuthenticated": "false"
}
}
},
"eventTime": "2019-02-01T00:42:34Z",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ventName": "TransactWriteItems",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aws-cli/1.16.93 Python/3.4.7
Linux/4.9.119-0.1.ac.277.71.329.metal1.x86_64 botocore/1.12.83",
"errorCode": "TransactionCanceledException",
"errorMessage": "Transaction cancelled, please refer cancellation reasons for
specific reasons [ConditionalCheckFailed,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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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Parameters": {
"requestItems": [
{
"operation": "Put",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day"
},
"items": [
"Artist",
"SongTitle",
"AlbumTitle"
],
"conditionExpression": "#AT = :A",
"expressionAttributeNames": {
"#AT": "AlbumTitle"
},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ALL_OLD"
},
{
"operation": "Update",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Tomorrow"
},
"updateExpression": "SET #AT = :newval",
"ConditionExpression": "attribute_not_exists(Rating)",
"ExpressionAttributeNames": {
"#AT": "AlbumTitle"
},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ALL_OLD"
},
{
"operation": "Delete",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Yesterday"
},
"conditionExpression": "#P between :lo and :hi",
"expressionAttributeNames": {
"#P": "Price"
},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ALL_OLD"
},
{
"operation": "ConditionCheck",
"TableName": "Music",
"Key": {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Call Me Now"
},
"ConditionExpression": "#P between :lo and :hi",
"ExpressionAttributeNames": {
"#P": "Price"
},
"ReturnValuesOnConditionCheckFailure": "ALL_OLD"
}
],
"returnConsumedCapacity": "TOTAL",
"returnItemCollectionMetrics": "SIZE"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A0GTQEKLBB9VD8E05REA5A3E1VVV4KQNSO5AEMVJF66Q9ASUAA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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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ventID": "43e437b5-908a-46af-84e6-e27fffb9c5cd",
"readOnly": fals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DynamoDB::Table",
"ARN":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managementEvent": fals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Data"

ExecuteStatement
{

"Records": [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attributes": {
"creationDate": "2020-09-03T22:14:13Z",
"mfaAuthenticated": "false"
}
}
},
"eventTime": "2021-03-03T23:06:45Z",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ventName": "ExecuteStatement",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aws-cli/1.19.7 Python/3.6.13
Linux/4.9.230-0.1.ac.223.84.332.metal1.x86_64 botocore/1.20.7",
"requestParameters": {
"statement": "SELECT * FROM Music WHERE Artist = '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 'Call Me Today' AND nonKeyAttr = ***(Redacted)"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V7G2KCSFLP83ORB7MMFG6RIAD3VV4KQNSO5AEMVJF66Q9ASUAAJG",
"eventID": "0b5c4779-e169-4227-a1de-6ed01dd18ac7",
"readOnly": fals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DynamoDB::Table",
"ARN":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API 버전 2012-08-10
115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

]

}

}
],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managementEvent": fals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Data"

BatchExecuteStatement
{

"Records": [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attributes": {
"creationDate": "2020-09-03T22:14:13Z",
"mfaAuthenticated": "false"
}
}
},
"eventTime": "2021-03-03T23:24:48Z",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ventName": "BatchExecuteStatement",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aws-cli/1.19.7 Python/3.6.13
Linux/4.9.230-0.1.ac.223.84.332.metal1.x86_64 botocore/1.20.7",
"requestParameters": {
"requestItems": [
{
"statement": "UPDATE Music SET Album = ***(Redacted) WHERE Artist =
'No One You Know' AND SongTitle = 'Call Me Today'"
},
{
"statement": "INSERT INTO Music VALUE {'Artist' : ***(Redacted),
'SongTitle' : ***(Redacted), 'Album' : ***(Redacted)}"
}
]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23PE7ED291UD65P9SMS6TISNVBVV4KQNSO5AEMVJF66Q9ASUAAJG",
"eventID": "f863f966-b741-4c36-b15e-f867e829035a",
"readOnly": fals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DynamoDB::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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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RN":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managementEvent": fals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Data"

GetRecords
{

"Records": [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KIAIOSFODNN7EXAMPLE:bob",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s/bob",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KIAI44QH8DHB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role/admin-role",
"accountId": "444455556666",
"userName": "bob"
},
"attributes": {
"creationDate": "2020-09-03T22:14:13Z",
"mfaAuthenticated": "false"
}
}
},
"eventTime": "2021-04-15T04:15:02Z",
"eventSource": "dynamodb.amazonaws.com",
"eventName": "GetRecords",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aws-cli/1.19.50 Python/3.6.13
Linux/4.9.230-0.1.ac.224.84.332.metal1.x86_64 botocore/1.20.50",
"requestParameters": {
"shardIterator":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
Music/stream/2021-04-15T04:02:47.428|1|AAAAAAAAAAH7HF3xwDQHBrvk2UBZ1PKh8bX3F
+JeH0rFwHCE7dz4VGV1ZoJ5bMxQwkmerA3wzCTL+zSseGLdSXNJP14EwrjLNvDNoZeRSJ/
n6xc3I4NYOptR4zR8d7VrjMAD6h5nR12NtxGIgJ/dVsUpluWsHyCW3PPbKsMlJSruVRWoitRhSd3S6slEWEPB0bDC7+
+ISH5mXrCHOnvyezQKlqNshTSPZ5jWwqRj2VNSXCMTGXv9P01/U0bpOUI2cuRTchgUpPSe3ur2sQrRj3KlbmIyCz7P
+H3CYlugafi8fQ5kipDSkESkIWS6O5ejzibWKg/3izms1eVIm/
zLFdEeihCYJ7G8fpHUSLX5JAk3ab68aUXGSFEZLONntgNIhQkcMo00/
mJlaIgkEdBUyqvZO1vtKUBH5YonIrZqSUhv8Coc+mh24vOg1YI+SPIXlr
+Lnl54BG6AjrmaScjHACVXoPDxPsXSJXC4c9HjoC3YSskCPV7uWi0f65/
n7JAT3cskcX2ISaLHwYzJPaMBSftxOgeRLm3BnisL32nT8uTj2gF/
PUrEjdyoqTX7EerQpcaekXmOgay5Kh8n4T2uPdM83f356vRpar/
DDp8pLFD0ddb6Yvz7zU2zGdAvTod3IScC1GpTqcjRxaMhlBVZy1TnI9Cs
+7fXMdUF6xYScjR2725icFBNLojSFVDmsfHabXaCEpmeuXZsLbp5CjcPAHa66R8mQ5tSoFjrzOEzeB4uconEXAMPLE=="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1M0U1Q80P4LDPT7A7N1A758N2VVV4KQNSO5AEMVJF66Q9EXAMPLE",
"eventID": "09a634f2-da7d-4c9e-a259-54aceexample",
"readOnly":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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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DynamoDB::Table",
"ARN":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
}
],
"eventType": "AwsApiCall",
"apiVersion": "2012-08-10",
"managementEvent": fals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Data"

DynamoDB Accelerator의 로깅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와 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생하는 다중 지점 실패를 보다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AWS 솔루션의 모든 부분으로
부터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DAX의 로깅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X 모니터링 (p. 719)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를 사용해 데이터 액세스 분석
Amazon DynamoDB에 대한 Amazon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서 가장 자
주 액세스하고 제한된 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사용합니다.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DynamoDB에 대해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함으로
써 이 리소스에서 가장 많이 액세스하고 제한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DynamoDB에 대한 Contributor Insights에는 CloudWatch 비용이 부과됩니다.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CloudWatch 비용을 참조하세요.
주제
•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작동 방식 (p. 1156)
•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사용 시작 (p. 1160)
•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와 함께 IAM 사용 (p. 1164)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작동 방식
Amazon DynamoDB는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액세스되고 제한된 항목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Amazon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와 통합됩니다. DynamoDB는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규칙, 보고서 및 보고서 데이터 그래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1156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작동 방식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Contributor
Insights를 사용하여 카디널리티가 높은 데이터 분석을 참조하세요.
다음 단원에서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의 핵심 개념과 동작에 대해 설명합니
다.
주제
• DynamoDB 규칙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p. 1157)
• DynamoDB 그래프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이해 (p. 1158)
• 다른 DynamoDB 기능과 상호 작용 (p. 1159)
• DynamoDB 결제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p. 1160)

DynamoDB 규칙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면,
DynamoDB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대신해서 생성합니다.
• 가장 많이 액세스된 항목(파티션 키) -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액세스된 항목의 파
티션 키를 의미합니다.
CloudWatch 규칙 이름 형식: DynamoDBContributorInsights-PKC-[resource_name][creationtimestamp]
• 가장 많이 제한된 키(파티션 키) -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제한된 항목의 파티션 키
를 의미합니다.
CloudWatch 규칙 이름 형식: DynamoDBContributorInsights-PKT-[resource_name][creationtimestamp]
테이블이나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정렬 키가 있는 경우 DynamoDB는 정렬 키에 대한 다음의 상세 규칙을 생
성합니다.
• 가장 많이 액세스된 키(파티션 및 정렬 키) -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액세스된 항목
의 파티션과 정렬 키를 의미합니다.
CloudWatch 규칙 이름 형식: DynamoDBContributorInsights-SKC-[resource_name][creationtimestamp]
• 가장 많이 제한된 키(파티션 및 정렬 키) -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제한된 항목의
파티션 및 정렬 키를 의미합니다.
CloudWatch 규칙 이름 형식: DynamoDBContributorInsights-SKT-[resource_name][creationtimestamp]

Note
•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에 의해 생성된 규칙을 직접 수정하거나 삭
제하기 위해 CloudWatch 콘솔 또는 API를 시용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
에 있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비활성화하는 것은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생성된 규칙을 자동적으로 삭제합니다.
• DynamoDB에서 생성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규칙과 함께 GetInsightRuleReport 작
업을 사용하는 경우 MaxContributorValue 및 Maximum만 유용한 통계를 반환합니다. 이 목록
에 있는 다른 통계는 의미 있는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DynamoDB 규칙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사용하여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이렇게 하면 항목이 ConsumedThroughputUnits 또는 ThrottleCount에 대한 특정 임계값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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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충족하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tributor Insights 지표 데이터에 대한 경보
설정을 참조하세요.

DynamoDB 그래프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이해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DynamoDB 및 CloudWatch 콘솔 모두에 두 가지 유
형의 그래프, 즉 가장 많이 액세스된 항목 및 가장 많이 제한된 항목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가장 많이 액세스한 항목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액세스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그래프의 Y축은 ConsumedThroughputUnits를 나타내고 X축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각 상위 N 키는 X
축 아래에 있는 legend와 함께 특정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DynamoDB는 결합된 읽기 및 쓰기 트래픽을 측정하는 ConsumedThroughputUnits를 사용하여 키 액세
스 빈도를 측정합니다. ConsumedThroughputUnits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프로비저닝 방식 - (3 x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 +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
• 온디맨드 방식 - (3 x 쓰기 요청 단위) + 읽기 요청 단위
DynamoDB 콘솔에서 그래프의 각 데이터 요소는 1분 주기 동안 최대 ConsumedThroughputUnits를 나
타냅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 값이 180,000 ConsumedThroughputUnits이면 1분 주기(3,000 x 60초) 내에
60초의 시간 범위 동안 항목별 최대 처리량(1,000개의 쓰기 요청 유닛 또는 3,000개의 읽기 요청 유닛)으로
항목이 지속적으로 액세스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그래프 값은 각 1분 주기에서 가장 높은 트래픽을
보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CloudWatch 콘솔에서 ConsumedThroughputUnits 지표의 시간 세분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예: 1분 대신 5분 지표를 보기 위해).
특이 사항이 없는데 여러 개의 군집 그래프 선이 보일 경우, 이는 해당 기간의 아이템에 대해 워크로드가 상
대적으로 균형 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연결된 선 외에 따로 떨어진 점이 있는 경우,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자주 액세스된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정렬 키가 있는 경우 DynamoDB는 2개의 그래프를 생성하며, 하나는 가
장 많이 액세스된 파티션 키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가장 많이 액세스된 파티션과 정렬 키 페어를 의미합니
다. 파티션 키 전용 그래프에서 파티션 키 수준의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및 정렬 키 그래프에
서 항목 수준의 트래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제한된 항목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제한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Y축은 ThrottleCount를 나타내고 X축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각 상위 N 키는 X축 아래에 있는
legend와 함께 특정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DynamoDB는 ThrottleCount를 이용하여 제한 빈도를 측정하며, 이는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ThrottlingException, RequestLimitExceeded
에러를 계산한 것입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쓰기 용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쓰기 제한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의 가장 많이 액세스된 항목 그래프를 사용하여 쓰기 제한을 일으킬 수 있는 불균형한 액세스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 콘솔에서 그래프의 각 데이터 요소는 1분 주기 동안의 스로틀 이벤트 수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에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요청이 제한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연결된 선
외에 따로 떨어진 점이 있는 경우,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자주 스로틀된 항목을 의미합니다.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정렬 키가 있는 경우 DynamoDB는 2개의 그래프를 생성하며, 하나는 가
장 많이 제한된 파티션 키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가장 많이 제한된 파티션과 정렬 키 페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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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 키만 있는 그래프에서 파티션 키 수준에 관한 제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파티션과 정렬 키 조합
그래프에서 아이템 수준의 제한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예
다음은 파티션 키와 정렬 키가 있는 테이블에서 생성된 보고서의 예제입니다.

다른 DynamoDB 기능과 상호 작용
다음 단원에서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가 어떻게 동작하고 DynamoDB의 다
른 여러 기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역 테이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글로벌 테이블 복제본을 별개의 테이블로서 모니터
링합니다. 한 AWS 리전의 복제본에 대한 Contributor Insights 그래프는 다른 리전과 동일한 패턴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쓰기 데이터가 전역 테이블에 있는 모든 복제본에 복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복제본은 지역 기반 읽기 트래픽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Accelerator(DAX)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DAX 캐시 응답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또는 글
로벌 보조 인덱스의 액세스에 대한 응답만 표시합니다.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DynamoDB에서 암호화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CloudWatch에 게시되는 기본 키 데이터는 AWS 소유 키로 암호화됩니다. 그러나
DynamoDB에서는 AWS 관리형 키 및 고객 관리형 키도 지원합니다.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그래프는 자주 액세스하는 항목과 자주 조절되는 항목
의 파티션 키와 정렬 키(해당하는 경우)를 일반 텍스트로 표시합니다. AWS 키 관리 서비스(KMS)를 사용하
여 이 테이블의 파티션 키를 암호화하고 키 데이터를 AWS 관리형 키 또는 고객 관리형 키와 정렬해야 하는
경우 이 테이블에서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해서는 안 됩니다.
AWS 관리형 키 또는 고객 관리형 키 형태로 기본 키 데이터를 암호화하고자 하는 경우, 테이블에서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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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FGAC)가 제공되는 테이
블에서 다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CloudWatch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그래프에서 FGAC로 보호된 기본 키를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기본 키에 CloudWatch에 발행하고 싶지 않은 FGAC로 보호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 해당 테이
블에서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액세스 제어
DynamoDB 제어 영역 권한 및 CloudWatch 데이터 영역 권한을 제한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와 함께 IAM 사용하기를 참조하
세요.

DynamoDB 결제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요금은 월별 청구서의 CloudWatch 섹션에 표시됩니
다. 이러한 요금은 처리되는 DynamoDB 이벤트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활성화된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가 있는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데이터 영역 작업을 통해 쓰기
및 읽기가 된 각 항목은 하나의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정렬 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읽기 또는 쓰기가 수행된 각 항목이 두 개
의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DynamoDB가 별도의 시계열에서 최상위 기여자를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파티션 키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티션 및 정렬 키 페어를 위한 것).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에서 5개의 항목을 투입하는 GetItem, PutItem 및 BatchWriteItem이라는
DynamoDB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파티션 키만 있는 경우, 7개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GetItem에 대해 1
개, PutItem에 대해 1개, BatchWriteItem에 대해 5개).
•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파티션 키와 정렬 키가 있는 경우에는 14개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GetItem에 대해 2개, PutItem에 대해 2개, BatchWriteItem에 대해 10개).
• Query 작업에서는 반환된 항목의 수에 관계없이 항상 1개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다른 DynamoDB 기능과 달리 DynamoDB 결제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다음에 따라 달라
지지 않습니다.
• 용량 모드(프로비저닝 방식 대 온디맨드 방식)
• 읽기 또는 쓰기 요청 수행 여부
• 읽기 또는 쓰기가 수행된 항목의 크기 (KB)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사용 시
작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콘솔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와 함께 Amazon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DynamoDB 시작하기 자습서에서 정의한 DynamoDB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주제
• Contributor Insights(콘솔) 사용 (p.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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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or Insights 사용(AWS CLI) (p. 1164)

Contributor Insights(콘솔) 사용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DynamoDB 콘솔
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Music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Contributor Insights 탭을 선택합니다.

5.

Contributor Insights 관리하기 탭을 선택합니다.

6.

Contributor Insights 관리(Manage Contributor Insights) 대화 상자의 Contributor Insights 상태
(Contributor Insights Status)에서 Music 기반 테이블 및 AlbumTitle-index 글로벌 보조 인덱스 모두
에 대해 활성(Enabled)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작업이 실패할 경우 Amazon DynamoDB API 참조의 DescribeContributorInsights FailureException에서
가능한 이유을 확인하세요.
7.

DynamoDB에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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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 Contributor Insights 그래프가 Music 테이블의 Contributor Insights 탭에 표시됩니다.

CloudWatch 경보 생성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하고 파티션 키가 50,000개 이상의 ConsumedThroughputUnits를 소비하는 경우 알
림을 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Contributor Insights를 선택합니다.

3.

DynamoDBContributorInsights-PKC-Music 규칙을 선택합니다.

4.

작업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지표에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6.

최대 기고자 값을 선택합니다.

Note
Max Contributor Value 및 Maximum만 유용한 통계를 반환합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통계는 의미 있는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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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업 열에서 경보 생성을 선택합니다.

8.

임계값에 50000을 입력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9.

경보에 대한 알림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경보 사용을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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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or Insights 사용(AWS CLI)
1.

Music 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합니다.
aws dynamodb update-contributor-insights --table-name Music --contributor-insightsaction=ENABLE

2.

AlbumTitle-index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있는 DynamoDB에 대한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합니
다.
aws dynamodb update-contributor-insights --table-name Music --index-name AlbumTitleindex --contributor-insights-action=ENABLE

3.

Music 테이블과 모든 인덱스에 대한 상태와 규칙을 확인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contributor-insights --table-name Music

4.

AlbumTitle-index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있는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를 비활성화합니다.
aws dynamodb update-contributor-insights --table-name Music --index-name AlbumTitleindex --contributor-insights-action=DISABLE

5.

Music 테이블과 모든 인덱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합니다.
aws dynamodb list-contributor-insights --table-name Music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와 함께
IAM 사용
Amazon DynamoDB에 대한 Amazon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처음 활성화하면, DynamoDB는 자
동적으로 고객님을 위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링크 역할을 생성합니다. 이 역
할, AWSServiceRoleForDynamoDBCloudWatchContributorInsights는 DynamoDB가 고객님을 대
신해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규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하지 마
세요. 이를 삭제하면 모든 관리 규칙은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삭제할 때 더 이상 정리되지 않습
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 DynamoDB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테이블 또는 인덱
스에 대한 dynamodb:UpdateContributorInsights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DynamoDB 그래프에 대한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보려면,
cloudwatch:GetInsightRuleReport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어진 DynamoDB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 대한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설명하
려면 dynamodb:DescribeContributorInsights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각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한 DynamoDB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상태를 작성하려면,
dynamodb:ListContributorInsights 권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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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
다음 IAM 정책은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권한을 부여합
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
contributorinsights.dynamodb.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DynamoDBCloudWatchContributorInsights",
"Condition": {"StringLike": {"iam:AWSServiceName":
"contributorinsights.dynamodb.amazonaws.com"}}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UpdateContributorInsights"
],
"Resource": "arn:aws:dynamodb:*:*:table/*"
}
]
}

KMS 키로 암호화된 테이블의 경우 사용자에게 Contributor Insights를 업데이트하려면 kms:Decryp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
contributorinsights.dynamodb.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DynamoDBCloudWatchContributorInsights",
"Condition": {"StringLike": {"iam:AWSServiceName":
"contributorinsights.dynamodb.amazonaws.com"}}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UpdateContributorInsights"
],
"Resource": "arn:aws:dynamodb:*:*:table/*"
},
{
"Effect": "Allow",
"Resource": "arn:aws:kms:*:*:key/*",
"Action": [
"kms:Decryp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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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규칙 보고서 검색
다음 IAM 정책은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규칙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watch:GetInsightRuleReport"
],
"Resource": "arn:aws:cloudwatch:*:*:insight-rule/DynamoDBContributorInsights*"
}
]

예: 리소스를 기반으로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권한을 선택적으로 적용
다음 IAM 정책은 특정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ListContributorInsights 및
DescribeContributorInsights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UpdateContributorInsights 작업
을 거부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ListContributorInsights",
"dynamodb:DescribeContributorInsights"
],
"Resource": "*"
},
{
"Effect": "Deny",
"Action": [
"dynamodb:UpdateContributorInsights"
],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Books/index/Authorindex"
}
]
}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의 서비스 연결 역
할 사용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에 직접 연결된 고유
한 유형의 IAM 역할입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에서 사전 정
의하며 서비스에서 다른 AWS 서비스를 자동으로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권한을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비스 연결 역할은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를 더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서비스 연결 역할
의 권한을 정의하며, 달리 정의하지 않은 한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만 해당 역할을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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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있습니다. 정의된 권한에는 신뢰 정책과 권한 정책이 포함되며, 이 권한 정책은 다른 IAM 엔터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
고 Service-Linked Role(서비스 연결 역할) 열에 Yes(예)가 있는 서비스를 찾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
스 연결 역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Yes) 링크를 선택합니다.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의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AWSServiceRoleForDynamoDBCloudWatchContributorInsights라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서비
스 연결 역할의 목적은 Amazon DynamoDB가 사용자 대신 DynamoDB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
해 생성된 Amazon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규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WSServiceRoleForDynamoDBCloudWatchContributorInsights 서비스 연결 역할은 역할을 수임
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를 신뢰합니다.
• contributorinsights.dynamodb.amazonaws.com
역할 권한 정책은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가 지정된 리소스에서 다음 작업을 완료하
도록 허용합니다.
• 작업: DynamoDBContributorInsights에 대한 Create and manage Insight Rules
IAM 엔터티(사용자, 그룹, 역할 등)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작성하고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의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서비스 연결 역할은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AWS
API에서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면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한 다음 다시 생성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역할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Contributor Insights를 활성화하면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다시 생성합니다.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의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AWSServiceRoleForDynamoDBCloudWatchContributorInsights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을 허용하
지 않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한 후에는 다양한 개체가 역할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AM을 사용하여 역할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
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을 참조하세요.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AWSServiceRoleForDynamoDBCloudWatchContributorInsights 역할은 수동으로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API에서 Contributor Insights를 비활성화하면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또한 IAM 콘솔,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하여 서비스 연결 역할을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리소스를 먼저 정리해야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Note
리소스를 삭제하려 할 때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서비스가 역할을 사용 중
이면 삭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몇 분 기다렸다가 작업을 다시 시도하세요.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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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IAM 콘솔,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하여
AWSServiceRoleForDynamoDBCloudWatchContributorInsights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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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를 사용한 설계 및 아키텍
처 설계 모범 사례
이 단원을 통해 Amazon DynamoDB를 이용할 때 성능을 극대화하고 처리량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을 신속히 찾으십시오.
목차
• DynamoDB를 위한 NoSQL 설계 (p. 1171)
• 관계형 데이터 설계와 NoSQL의 차이점 (p. 1171)
• NoSQL 설계의 두 가지 주요 개념 (p. 1171)
• NoSQL 설계에 접근 (p. 1171)
• 효과적으로 파티션 키를 설계해 사용하는 모범 사례 (p. 1172)
• 효과적으로 버스트 용량 사용 (p. 1173)
• DynamoDB 조정 용량 이해 (p. 1173)
• 높은 트래픽 파티션에 대한 처리량 용량 향상 (p. 1173)
• 자주 액세스하는 항목 분리 (p. 1174)
• 워크로드가 배포되도록 파티션 키 설계 (p. 1174)
• 쓰기 샤딩을 사용해 워크로드를 고르게 배포 (p. 1175)
• 임의의 접미사를 사용하는 샤딩 (p. 1175)
• 계산한 접미사를 사용하는 샤딩 (p. 1175)
• 데이터 업로드 중 효율적으로 쓰기 활동 배포 (p. 1176)
• 정렬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는 모범 사례 (p. 1177)
• 버전 제어에 정렬 키 사용 (p. 1177)
• DynamoDB의 보조 인덱스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 (p. 1178)
• DynamoDB의 보조 인덱스 사용에 대한 일반 지침 (p. 1178)
• 효율적으로 인덱스 사용 (p. 1179)
• 신중하게 프로젝션 선택 (p. 1179)
• 빈번한 쿼리를 최적화하여 페치 방지 (p. 1180)
•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항목 모음의 크기 제한 유의 (p. 1180)
• 희소 인덱스 활용 (p. 1180)
• DynamoDB의 희소 인덱스 예 (p. 1180)
• 구체화된 집계 쿼리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1181)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오버로딩 (p. 1182)
• 선택적 테이블 쿼리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쓰기 샤딩 사용 (p. 1183)
•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일관된 테이블 복제본 생성 (p. 1184)
• 큰 항목과 속성 저장 모범 사례 (p. 1185)
• 큰 속성 값 압축 (p. 1185)
• Amazon S3에 큰 속성 값 저장 (p. 1185)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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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 테이블 예 (p. 1186)
• 다대다 관계 관리 모범 사례 (p. 1186)
• 인접 목록 설계 패턴 (p. 1187)
• 구체화된 그래프 패턴 (p. 1188)
•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현 모범 사례 (p. 1190)
• DynamoDB로 일부만 마이그레이션하고 싶은 경우 (p. 1191)
•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현 방법 (p. 1191)
• DynamoDB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모범 사례 (p. 1192)
• DynamoDB의 관계형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첫 번째 단계 (p. 1194)
• DynamoDB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예 (p. 1195)
• 데이터 쿼리 및 스캔 모범 사례 (p. 1198)
• 스캔에 대한 성능 고려 사항 (p. 1198)
• 갑작스러운 읽기 활동 급증 방지 (p. 1198)
• 병렬 스캔 활용 (p. 1200)
• TotalSegments 선택 (p. 1200)
• DynamoDB 테이블의 비용 최적화 (p. 1201)
• 테이블 수준 비용 분석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 (p. 1201)
• 테이블 수준 비용 최적화 (p. 1201)
• 단일 DynamoDB 테이블의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p. 1202)
• Cost Explorer의 기본 보기 (p. 1202)
• Cost Explorer에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 (p. 1202)
• 온디맨드 용량이 필요한지 아니면 프로비저닝된 용량이 필요한지 확인 (p. 1203)
• 테이블 용량 모드 평가 (p. 1203)
•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용량 모드 (p. 1204)
• 온디맨드 용량 모드 선택 시기 (p. 1204)
•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 선택 시기 (p. 1205)
• 테이블 용량 모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p. 1206)
•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에 Auto Scaling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p. 1207)
• 적합한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p. 1207)
• 테이블 클래스 평가 (p. 1207)
• 사용 가능한 테이블 클래스 (p. 1208)
• DynamoDB Standard 선택 시기 (p. 1208)
• DynamoDB Standard-IA 선택 시기 (p. 1208)
• 테이블 클래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p. 1208)
•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 (p. 1209)
• 미사용 리소스 식별 (p. 1209)
• 미사용 리소스를 식별하는 방법 (p. 1209)
• 미사용 테이블 리소스 식별 (p. 1210)
• 미사용 테이블 리소스 정리 (p. 1212)
• 미사용 GSI 리소스 식별 (p. 1213)
• 미사용 GSI 리소스 정리 (p. 1214)
• 미사용 글로벌 테이블 정리 (p. 1215)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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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를 위한 NoSQL 설계
Amazon DynamoDB와 같은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 관리에 키-값 페어 또는 문서 스토리지
와 같은 대체 모델을 사용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DynamoDB와 같은 NoSQL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으로 교체할 때 주요 차이점과 설계에 있어 특정 접근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
• 관계형 데이터 설계와 NoSQL의 차이점 (p. 1171)
• NoSQL 설계의 두 가지 주요 개념 (p. 1171)
• NoSQL 설계에 접근 (p. 1171)

관계형 데이터 설계와 NoSQL의 차이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RDBMS)과 NoSQL 데이터베이스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 RDBMS에서는 데이터를 유연하게 쿼리할 수 있지만, 쿼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트래픽이 많은 상황
에서는 확장성이 떨어집니다(DynamoDB의 관계형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첫 번째 단계 (p. 1194) 참조).
• DynamoDB와 같은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몇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쿼리할 수 있지
만, 그 외에는 쿼리 비용이 높고 속도가 느립니다.
이런 차이가 두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 RDBMS의 경우, 세부적인 구현이나 성능을 걱정하지 않고 유연성을 목적으로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쿼
리 최적화가 스키마 설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규화가 중요합니다.
• DynamoDB의 경우, 가장 중요하고 범용적인 쿼리를 가능한 빠르고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스키마를
설계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구조는 사용자 비즈니스 사용 사례의 특정 요구 사항에 적합하도록 만듭니
다.

NoSQL 설계의 두 가지 주요 개념
NoSQL 설계에는 RDBMS 설계와 다른 사고 방식이 요구됩니다. RDBMS의 경우, 액세스 패턴을 생각하지
않고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나중에 새로운 질문과 쿼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생길 때 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유형을 고유의 테이블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SQL 설계의 차이점
• 대조적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을 알기 전까지는 DynamoDB에 대한 스키마 설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
전에 비즈니스 문제와 애플리케이션 사용 사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 DynamoDB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가능한 적은 수의 테이블을 유지해야 합니다. 테이블 수가 적을수록 확장
성이 향상되고 권한 관리가 줄어들며 DynamoDB 애플리케이션의 오버헤드가 감소합니다. 백업 비용도 전
반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NoSQL 설계에 접근
DynamoDB 애플리케이션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특정 쿼리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
니다.
특히 시작을 하기 앞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패턴에서 3가지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데이터 크기: 저장해야 할 데이터의 양과 한 번에 요청할 데이터의 양을 알면 가장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파
티션(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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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모양: 쿼리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대신(RDBMS 시스템의 방식), NoSQL 데이터베이스
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양이 쿼리 대상과 일치하도록 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이는 속도와 확장성 향상에 중요
한 요소입니다.
• 데이터 속도: DynamoDB는 프로세스 쿼리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파티션의 수를 늘리고, 해당 파티션에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배포해 조정합니다. 사전에 피크 쿼리 로드를 알면 I/O 용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데이터 파티션(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쿼리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성능을 결정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데이터를 함께 유지합니다. 20년 전의 라우팅 테이블 최적화 연구에 따르면, 응답 시간 향상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관련 데이터를 한 장소에 유지하는 "Locality of reference"입니다. 이는 현재 NoSQL
시스템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관련 데이터를 가까이 유지하는 것이 비용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입니다. 관련 데이터 항목을 여러 테이블로 분산시키는 대신 NoSQL 시스템에 가능한 가깝게 관련 항목
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체로 DynamoDB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가능한 적은 수의 테이블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볼륨이 많은 시계열 데이터가 관여된 경우나 액세스 패턴이 아주 다른 데이터 세트는 해당되지 않습니
다. 통상 반전된 인덱스의 단일 테이블로 간단한 쿼리를 활성화시켜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복잡
한 계층적 데이터 구조를 생성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정렬 순서를 사용합니다. 핵심 설계가 함께 정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항목을 그룹으로 묶어 효율
적으로 쿼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NoSQL 설계 전략입니다.
• 쿼리를 분산합니다. 많은 볼륨의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부분에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I/O 용량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트래픽을 가능한 여러 파티션으로 분산시켜 '핫 스팟'이 방지
되도록 데이터 키를 설계해야 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특정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해 기본 테이블이 지원할 수 있는 것
보다 다양한 쿼리를 더 빨리 저렴한 비용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 원칙은 DynamoDB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설계 패턴 가
운데 일부로 전환됩니다.

효과적으로 파티션 키를 설계해 사용하는 모범 사례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각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본 키는 간단하거나(파티션 키만) 복합적일
(정렬 키가 통합된 파티션 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과 보조 인덱스의 모든 논리적 파티션 키에서 균일하게 활동을 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
계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액세스 패턴을 결정하고, 각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에 필요한 읽기 및
쓰기 유닛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의 모든 파티션은 3,000RCU와 1,000WCU의 전체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테
이블의 모든 파티션에 걸친 총 처리량은 프로비저닝된 모드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또는 온디맨드 모드의 테
이블 수준 처리량 한도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Quotas를 참조하세요.
주제
• 효과적으로 버스트 용량 사용 (p. 1173)
• DynamoDB 조정 용량 이해 (p. 1173)
• 워크로드가 배포되도록 파티션 키 설계 (p. 1174)
• 쓰기 샤딩을 사용해 워크로드를 고르게 배포 (p. 1175)
• 데이터 업로드 중 효율적으로 쓰기 활동 배포 (p.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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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버스트 용량 사용
DynamoDB는 버스트 용량을 통해 처리량 프로비저닝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처
리량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DynamoDB는 나중에 사용량 급증을 처리하기 위해 처리량 버스트에
사용하지 않은 용량 일부를 예약해 둡니다.
DynamoDB는 현재 최대 5분(300초)의 사용되지 않은 읽기 및 쓰기 용량을 유지합니다. 가끔 발생하는 읽기
또는 쓰기 작업의 버스트 중 이러한 추가 용량 단위는 빠르게, 테이블에 대해 정의한 초당 프로비저닝된 처리
능력보다도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또한 사전 통지 없이 배경 유지 관리와 다른 작업에 버스트 용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버스트 용량의 세부 정보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DynamoDB 조정 용량 이해
조정 용량은 DynamoDB가 불균형 워크로드를 무기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는 처리량 예외로 인한
병목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필요한 만큼의 처리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해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조정 용량은 모든 DynamoDB 테이블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조정 용량을 명시적으
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제
• 높은 트래픽 파티션에 대한 처리량 용량 향상 (p. 1173)
• 자주 액세스하는 항목 분리 (p. 1174)

높은 트래픽 파티션에 대한 처리량 용량 향상
항상 읽기와 쓰기 작업을 골고루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액세스가 불균형할 때, '핫' 파티션은
다른 파티션보다 볼륨이 많은 읽기와 쓰기 트래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티션의 읽기 및 쓰기 작업은 독립적
으로 관리되므로 단일 파티션이 3,000개 이상의 읽기 작업 또는 1,000개 이상의 쓰기 작업을 수신할 경우 제
한이 발생합니다.
균일하지 않은 액세스 패턴을 더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DynamoDB 조정 용량을 사용하면 트래픽이 테
이블의 총 프로비저닝된 용량이나 파티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조절 없이 핫
파티션에 계속 읽기 및 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용량은 더 많은 트래픽을 받는 파티션의 처리
량 용량을 즉시 자동으로 증가시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조정 용량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예제 테이블은 4개의 파티션에 균일하게 공유된
400WCU로 프로비저닝되어 있어 각 파티션은 초당 최대 100WCU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1, 2 및 3은
각각 50WCU/초의 쓰기 트래픽을 수신합니다. 파티션 4는 150WCU/초를 수신합니다. 이 핫 파티션은 사용되
지 않은 버스트 용량이 아직 있어도 쓰기 트래픽을 수락할 수 있지만, 결국 100WCU/초를 초과하는 트래픽을
제한합니다.
DynamoDB 조정 용량은 파티션 4의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하므로 해당 파티션이 제한되지 않고
150WCU/초의 높은 워크로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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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액세스하는 항목 분리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이 하나 이상의 항목으로 너무 많이 이동하는 경우 자주 액세스하는 항목이 동일한 파티
션에 상주하지 않도록 조정 용량이 파티션 균형을 재조정합니다. 자주 액세스하는 항목을 분리하면 워크로드
가 단일 파티션의 처리량 할당량을 초과하여 요청이 조절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항목 컬렉션이 정렬 키의
일시적인 증가 또는 감소로 추적되는 트래픽이 아닌 한, 항목 컬렉션을 정렬 키를 통해 세그먼트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단일 항목에 지속적으로 높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주 액세스하는 단일 항목만 파
티션에 포함되도록 조정 용량이 데이터를 리밸런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ynamoDB는 파티션에 최대
3,000RCU 및 1,000WCU 처리량을 단일 항목의 프라이머리 키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용량은 테이블에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경우 테이블의 여러 파티션에 항목 컬렉션을 분할하지 않습니다.

Note
이 분리 기능은 DynamoDB 스트림을 활성화한 프로비저닝된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
블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워크로드가 배포되도록 파티션 키 설계
테이블 기본 키의 파티션 키 부분은 테이블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논리적 파티션을 결정합니다. 이는 기본 물
리적 파티션에 영향을 줍니다. I/O 요청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지 않는 파티션 키 설계는 '핫' 파티션을 발생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제한을 발생시키고 프로비저닝된 I/O 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
합니다.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의 최적 사용량은 개별 항목의 워크로드 패턴과 파티션 키 설계가 결정합니다.
이는 모든 파티션 키 값에 액세스하여 효율적인 처리량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액세
스된 파티션 키 값의 백분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워크로드가 액세스 하는 고유 파티션 키 값이
많을 수록 요청이 여러 파티션 공간으로 더 많이 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파티션 키 값에 액세
스한 파티션 키 값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처리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몇 범용 파티션 키 스키마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효율성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파티션 키 값

균일성

사용자 ID,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많은 경우.

좋음

상태 코드, 가능한 상태 코드가 몇 개 없는 경우.

나쁨

항목 생성 날짜, 가장 가까운 시간(예: 날, 시, 분)으
로 반올림.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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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 키 값

균일성

디바이스 ID, 각 디바이스가 비교적 비슷한 간격으
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

좋음

디바이스 ID, 추적되는 디바이스는 많지만 다른 디
바이스보다 한 디바이스가 훨씬 더 인기 있는 경우.

나쁨

단일 테이블에 파티션 키 값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쓰기 작업을 더 많은 고유 파티션 값에 배포하는 것이 좋
습니다. 다시 말해 전반적인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하나의 ‘핫’한(자주 요청되는) 파티션 키 값이 발생하지 않
도록 기본 키 요소를 구성합니다.
복합 기본 키가 하나만 있는 테이블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파티션 키는 항목의 생성 날짜를 나타내며 가장
가까운 날로 반올림됩니다. 정렬 키는 항목 식별자입니다. 지정된 날, 예를 들면 2014-07-09에 모든 새 항
목이 동일한 파티션-키 값(및 상응하는 물리적 파티션)에 작성됩니다.
테이블이 단일 파티션에 꼭 맞으며(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 증가 고려) 애플리케이션의 읽기 및 쓰기 처리량
요구 사항이 단일 파티션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초과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에 파티셔닝으로 인한 예상
치 않은 제한(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쓰기 샤딩을 사용해 워크로드를 고르게 배포
Amazon DynamoDB의 파티션 키 공간에 더 효과적으로 쓰기 작업을 배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간 확장입
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키 값에 난수를 추가하여 여러 파티션으로 항목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쿼리하는 항목을 기반으로 계산된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접미사를 사용하는 샤딩
여러 파티션 키 공간에 로드를 더 골고루 배포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는 파티션 키 값 끝에 난수(임의의 수)
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공간으로 쓰기를 무작위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를 나타내는 파티션 키의 경우, 1부터 200 사이의 난수를 선택하고, 날짜의 접미사로 연
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014-07-09.1, 2014-07-09.2에서 2014-07-09.200까지의 파티션 키 값을
생성합니다. 파티션 키를 임의 지정했기 때문에, 각 날짜의 테이블에 대한 쓰기가 모든 파티션 키 값에 고르
게 분산됩니다. 이는 병렬 처리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처리량을 높입니다.
하지만 지정된 날짜의 모든 항목을 읽으려면, 모든 접미사의 항목을 쿼리해 결과를 병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파티션 키 값 2014-07-09.1에 대한 Query 요청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2014-07-09.2에서
2014-07-09.200까지에 대해 또 다른 Query 요청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Query
요청 결과를 병합해야 합니다.

계산한 접미사를 사용하는 샤딩
임의 지정 전략으로 쓰기 처리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항목을 쓸 때 어떤 접미사 값이
사용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항목을 읽기 어렵습니다. 개별 항목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다
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난수(임의의 수)를 사용해 여러 파티션으로 항목을 배포하는 대신, 쿼리하고 싶은 내
용을 토대로 계산할 수 있는 수를 사용합니다.
테이블의 파티션 키에 오늘 날짜를 사용한 앞의 예를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각 항목에 액세스가 가능한
OrderId 속성이 있고, 날짜에 더해 주문 ID로 항목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애플리케
이션이 테이블에 항목을 쓰기 전에 주문 ID를 기준으로 해시 접미사를 계산하고 파티션 키 날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임의 지정 전략에서 생산되는 결과와 유사하게 골고루 배포된 1-200 사이의 숫자가 생
성될 것입니다.
주문 ID의 문자에 대한 UTF-8 코드 포인트 값의 제품이나 모듈로 200 + 1과 같이 간단한 계산으로 충분합니
다. 파티션 키 값은 계산 결과와 연결된 날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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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을 통해 쓰기가 파티션-키 값 및 물리적 파티션에 고르게 분산됩니다. 특정 항목과 날짜에서
GetItem 작업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OrderId 값에 대한 파티션-키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지정된 날의 모든 항목을 읽으려면 각 2014-07-09.N(여기서 N은 1~200) 키를 Query해야 하며, 애플리케
이션은 모든 결과를 병합해야 합니다. 장점은 모든 워크로드를 취하는 하나의 '핫' 파티션 키 값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Note
볼륨이 많은 시계열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계열 데
이터 (p. 118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업로드 중 효율적으로 쓰기 활동 배포
일반적으로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로드할 때, Amazon DynamoDB는 여러 서버의 테이블 데이터를
파티션합니다. 테이블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할당된 모든 서버에 데이터를 동시에 업로드하면 성능이 향상
됩니다.
예를 들어, UserID를 파티션 키로, MessageID를 정렬 키로 사용하는 복합 기본 키를 사용하는 DynamoDB
테이블로 사용자 메시지를 업로드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각 사용자 별로 한 명씩 모든 메시지 항목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UserID

MessageID

U1

1

U1

2

U1

...

U1

... 최대 100

U2

1

U2

2

U2

...

U2

... 최대 200

이 경우 문제는 DynamoDB에 대한 쓰기 요청을 파티션 키 값에 분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파티션
키 값 하나를 취하고 모든 항목을 업로드한 후 다음 파티션 값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표시되지는 않지만 DynamoDB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여러 서버에 분할합니다.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모든 처리량 용량을 완전히 활용하려면 워크로드를 파티션 키 값에 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균일한 업로
드 작업 양을 파티션 키 값이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전달하면 DynamoDB가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한 모
든 리소스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렬 키를 사용하여 업로드 작업을 배포, 각 파티션 키 값으로부터 하나 씩 항목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UserID

MessageID

U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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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D

MessageID

U2

1

U3

1

...

...

U1

2

U2

2

U3

2

...

...

이 시퀀스에서 모든 업로드는 서로 다른 파티션 키 값을 사용하므로, 더 많은 DynamoDB 서버를 동시에 사용
하도록 하여 처리량 성능을 향상합니다.

정렬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는 모범 사례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테이블의 각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기본 키를 파티션 키는 물론 일종의
정렬 키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정렬 키에는 중요한 장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효율적으로 쿼리를 할 수 있는 단일 장소로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신중하게 정렬 키를 설계하면
begins_with, between, >, < 등 연산자를 사용하는 범위 쿼리를 사용하여 관련 항목의 필요한 그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복합 정렬 키는 계층 구조의 어느 수준에서 쿼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계층적(일대다) 관계를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위치를 나열한 테이블에서 다음과 같이 정렬 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untry]#[region]#[state]#[county]#[city]#[neighborhood]

이렇게 하면 country부터 neighborhood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집계 수준에서 위치 목록을 효율적으
로 범위 쿼리할 수 있습니다.

버전 제어에 정렬 키 사용
감사나 규정 준수 목적에서 항목 수준의 수정 이력을 유지하고, 쉽게 가장 최근 버전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하
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정렬 키 접두사를 사용하여 이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계 패턴이 있
습니다.
• 각 새 항목에 대해 항복 복사본 두 개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복사본에서 정렬 키 시작 지점의 버전 번호 접
두사는 0(v0_), 두 번째 복사본의 버전 번호 접두사는 1(v1_)이여야 합니다.
• 항목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업데이트 버전의 정렬 키에 다음으로 높은 버전의 접두사를 사용하고, 업데이트
한 내용을 버전 접두사가 0인 항목으로 복사합니다. 그러면 0이라는 접두사를 사용해 항목의 최신 버전이
위치한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 제조업체가 아래 설명한 것과 같은 스키마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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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_1 항목은 여러 감사자의 감사 시퀀스를 거칩니다. 새로운 감사 결과가 테이블의 새 항목으로 캡
처됩니다. 시작 버전 번호는 1이며, 이후 연속된 각 개정 버전에 대해 번호를 증분시킵니다.
각 새 개정 버전을 추가할 때,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0 버전 항목(정렬 키가 v0_Audit)의 내용을 새 개정 버
전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최근 감사 상태를 검색해야 할 때마다 접두사가 v0_인 정렬 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전체 개정 이력을 검색해야 한다면, 항목의 파티션 키 아래 모든 항목을 쿼리해 v0_ 항목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는 특정 장치나 장비의 여러 부품에 대한 감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렬 키에서 정렬 키 접두사
다음에 개별 부품의 ID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DynamoDB의 보조 인덱스 사용에 대한 모범 사례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쿼리 패턴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보조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
다. 한편으로는 보조 인덱스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비용이 추가되고, 불필요하게 성
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목차
• DynamoDB의 보조 인덱스 사용에 대한 일반 지침 (p. 1178)
• 효율적으로 인덱스 사용 (p. 1179)
• 신중하게 프로젝션 선택 (p. 1179)
• 빈번한 쿼리를 최적화하여 페치 방지 (p. 1180)
•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항목 모음의 크기 제한 유의 (p. 1180)
• 희소 인덱스 활용 (p. 1180)
• DynamoDB의 희소 인덱스 예 (p. 1180)
• 구체화된 집계 쿼리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1181)
• 글로벌 보조 인덱스 오버로딩 (p. 1182)
• 선택적 테이블 쿼리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쓰기 샤딩 사용 (p. 1183)
•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일관된 테이블 복제본 생성 (p. 1184)

DynamoDB의 보조 인덱스 사용에 대한 일반 지침
Amazon DynamoDB는 두 종류의 보조 인덱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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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보조 인덱스 - 기본 테이블의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와 다른 파티션 키와 정렬 키가 있는 인덱스입니
다. 모든 파티션에서 인덱스의 쿼리가 기본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보조 인덱
스는 글로벌하게 간주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는 크기 제한이 없고, 테이블과 다른 읽기 및 쓰기 작업
에 대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 로컬 보조 인덱스 - 기본 테이블과 동일한 파티션 키가 있지만, 정렬 키가 다른 인덱스입니다. 로컬 보조 인
덱스는 로컬 보조 인덱스의 모든 파티션이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갖는 기본 테이블 파티션으로 한정된다
는 의미에서 "로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 파티션 키 값에 대해 인덱스된 항목의 총 크기가 10G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컬 보조 인덱스는 인덱싱한 테이블과 쓰기 및 읽기 작업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을 공유합니다.
DynamoDB의 각 테이블은 최대 20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기본 할당량)와 5개의 로컬 보조 인덱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와 로컬 보조 인덱스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
스 향상 (p. 492)를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로컬 보조 인덱스보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쿼리 결과에 높은 일관성이 필
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는 높은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는 최종 일관성만 지원).
다음은 DynamoDB에 인덱스를 생성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일반 원칙과 설계 패턴입니다.
주제
• 효율적으로 인덱스 사용 (p. 1179)
• 신중하게 프로젝션 선택 (p. 1179)
• 빈번한 쿼리를 최적화하여 페치 방지 (p. 1180)
•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항목 모음의 크기 제한 유의 (p. 1180)

효율적으로 인덱스 사용
인덱스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합니다. 자주 쿼리하지 않는 속성에서는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스토리지 및 I/O 비용을 높입니
다.

신중하게 프로젝션 선택
보조 인덱스는 스토리지 및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이용하므로 인덱스를 가능한 한 작은 크기로 유지해야 합
니다. 또한 인덱스 크기가 작을수록 전체 테이블에서 쿼리하는 데 비해 성능면에서 훨씬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쿼리에서 속성의 작은 하위 집합만 반환하고 해당 속성의 총 크기가 전체 항목보다 훨씬 작은 경
우, 정기적으로 요청할 속성만 프로젝션하세요.
테이블에서 쓰기 작업이 읽기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모범 사례를 적용합니다.
• 적은 수의 속성을 프로젝션하여 인덱스에 쓸 항목 크기를 최소화하도록 고려하세요. 그러나 프로젝션된 속
성의 크기가 단일 쓰기 용량 유닛(1KB)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항목 크기가 200바
이트인 경우, DynamoDB가 항목 크기를 1KB로 반올림합니다. 즉, 인덱스 항목이 작으면 추가 비용 없이
더 많은 속성을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 쿼리에 거의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센된 속성을 피합니다. 인덱스에 프로젝션된 속성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인덱스 업데이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uery에서 프로젝션하지 않은 속성을 검색하는 경우 프로비
저닝된 처리량 비용이 증가하지만, 쿼리 비용이 자주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 쿼리에서 전체 테이블 항목을 반환하지만 다른 정렬 키로 테이블을 정렬하는 경우에만 ALL을 지정하세요.
모든 속성을 프로젝션하면 테이블 페치가 필요 없지만, 저장과 쓰기 작업 비용이 두 배 증가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겠지만, 페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인덱스를 가능한 작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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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쿼리를 최적화하여 페치 방지
가장 적은 지연 시간으로 가장 빠른 쿼리를 가져오려면 해당 쿼리가 반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속성을 프
로젝션하세요. 특히 프로젝션되지 않은 속성에 대해 로컬 보조 인덱스를 쿼리하면, DynamoDB가 자동으로
테이블에서 이런 속성을 가져오는데, 이 경우 테이블에서 전체 항목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연 시간
과 추가적인 I/O 작업 발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종종 '간헐적' 쿼리가 '필수' 쿼리로 변한다는 점을 유의합시오. 간헐적으로만 쿼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프로젝션을 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면, 상황이 바뀔지 여부, 속성을 프로젝션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지 여
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테이블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컬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고려 사항 (p. 539) 단
원을 참조하세요.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항목 모음의 크기 제한 유의
항목 모음은 파티션 키가 동일한 테이블과 로컬 보조 인덱스의 모든 항목입니다. 항목 모음은 10GB를 초과
할 수 없으므로 특정 파티션 키 값에 대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항목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 DynamoDB는 영향을 받는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도 업데이트
합니다. 인덱싱된 속성이 테이블에 정의되면 로컬 보조 인덱스 또한 늘어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 여기에 기록할 데이터의 양과 동일한 파티션 키 값을 갖게 될 데이터 항목의
수를 고려하세요. 특정 파티션 키 값에 대한 테이블과 인덱스 항목의 합이 10GB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인덱스를 생성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고려하세요.
로컬 보조 인덱스를 반드시 생성해야 한다면 항목 모음 크기 제한을 예상하여 초과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한값 내에서 작업 및 교정 작업에 대한 전략은 항목 컬렉션 크기 제한 (p. 542)의 내용을 참조하세
요.

희소 인덱스 활용
테이블의 모든 항목에 대해 DynamoDB는 인덱스 정렬 키 값이 항목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 인덱스 항목을 기
록합니다. 정렬 키가 모든 테이블 항목에 표시되지 않으면 인덱스가 희소하다고 말합니다.
희소한 인덱스는 테이블의 작은 하위 항목에 대한 쿼리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고객 주문을 모두 저장한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파티션 키: CustomerId
• Sort key: OrderId
열려 있는 주문을 추적할 경우, 아직 발송하지 않은 주문 항목에 isOpen이라는 속성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발송한 후에 이 속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ustomerId(파티션 키) 및 isOpen(정렬
키)에 인덱스를 생성하면, isOpen 이 정의된 주문만 여기에 표시됩니다. 수천 가지의 주문이 있지만 열려 있
는 주문이 적은 경우,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는 대신 열려 있는 주문의 인덱스에 쿼리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르
고 경제적입니다.
isOpen 같은 속성 유형을 사용하는 대신, 인덱스에서 유용하게 주문을 분류하는 값을 가진 속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주문 날짜에 대한 OrderOpenDate 속성을 사용한 후, 주문을 처리한 후에 이
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희소 인덱스를 쿼리할 때, 주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항목을 분류해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DynamoDB의 희소 인덱스 예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기본값이 '희소'입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할 때는 파티션 키를 지정해야 합니
다(선택적으로 정렬 키 지정). 이 속성을 가진 기본 테이블의 항목만 인덱스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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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희소 인덱스로 설계해서 프로비저닝을 하면, 기본 테이블보다 쓰기 처리량을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애플리케이션이 모든 사용자의 점수를 추적하지만, 점수가 높은 소수만 쿼리할 필요가 있다
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설계가 이런 시나리오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Rick이 3가지 게임을 플레이했는 데, 이 중 하나에서 Champ 상태를 달성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Padama
는 4가지 게임을 플레이했는 데, 이 중 2개에서 Champ 상태를 달성했습니다. Award 속성은 사용자가 성과
(Award)를 달성한 항목에만 표시됩니다. 이과 관련된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는 기본 테이블의 항목 중 소수 하위 집합으로 자주 쿼리되는 높은 점수만 포함되어 있
습니다.

구체화된 집계 쿼리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빠르게 변화하는 데이터에 대해 근실시간 집계와 주요 지표를 유지하는 것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비
즈니스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라이브러리가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노래를 근실시
간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음악 라이브러리 테이블 레이아웃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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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의 테이블은 songID라는 파티션 키로 노래를 저장합니다. 이 테이블에 Amazon DynamoDB Streams
를 활성화하고 스트림에 Lambda 함수를 연결하여 각 노래를 다운로드할 때 Partition-Key=SongID 및
Sort-Key=DownloadID로 테이블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를 수행하면 DynamoDB
Streams에 Lambda 함수가 트리거됩니다. Lambda 함수는 songID 별로 다운로드를 집계해 그룹화 하고, 최
상위 항목, Partition-Key=songID 및 Sort-Key=Month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새 집계된 값을 작
성한 직후에 lambda 실행이 실패하면 두 번 이상 다시 시도하고 값을 집계하여 대략적인 값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한 자리 수 밀리초의 지연 시간으로 근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읽으려면, Month=2018-01,
ScanIndexForward=False, Limit=1이라는 쿼리 조건으로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또 다른 주요 최적화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희소 인덱스이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색
하는 쿼리가 필요한 항목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인기가 있는 최상위 10곡
이나 해당 월에 다운로드된 노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또 다른 워크플로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 오버로딩
Amazon DynamoDB에는 테이블당 20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라는 기본 할당량이 있지만, 20개 이상의 데
이터 필드에서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가 균일한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테이블
과 다르게, DynamoDB의 테이블은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 항목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항목
의 동일한 속성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DynamoDB 테이블 레이아웃에 대한 다음 예를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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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에 공통된 Data 속성은 상위 항목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테이블 정렬 키를 파티션 키로 Data 속
성을 정렬 키로 사용하는 테이블에 대해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하는 경우, 단일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
용해 여러 다양한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쿼리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Employee_Name을 파티션 키 값, 직원 이름(예:Murphy, John)을 정렬 키 값으
로 사용하여 이름으로 직원을 찾습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고, 창고 ID(예: Warehouse_01)를 검색해 특정 창고에서 일하는 모든 지원
을 찾습니다.
• HR_confidential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파티션-키 값으로 쿼리하고 정렬 키 값에 날짜 범위를 사용
하여 최근 채용한 직원 명부를 얻습니다.

선택적 테이블 쿼리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 쓰기 샤딩 사
용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자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Amazon DynamoDB 테이블 항목에 있는 작은 하위 집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들 항목이 여러 테이블 파티션 키에 임으로 배포되는 경우, 테이블 스캔으로 이를 검색해
야 합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옵션이지만, 테이블에 이런 검색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의 수가 많을
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키 공간이 크고 검색 조건이 아주 선택적인 경우, 이런 전략은 불필요한 처리를 많
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 키 공간에서 선택적 쿼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보조 인덱스 파티션 키에 대해 사용할 모든 항목에
(0-N) 값이 포함된 속성을 추가해 쓰기 샤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이벤트(Critical-Event) 워크플로우에 이를 사용하는 스키마에 대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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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키마 설계를 사용하여 이벤트 항목을 GSI의 0-N 파티션으로 배포하면, 복합 키에 정렬 조건을 사용하
는 산점(Scatter) 읽기로 지정한 기간 동안 특정 상태를 갖고 있는 모든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키마 패턴은 테이블 스캔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주 선택적인 결과 세트를 전달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일관된 테
이블 복제본 생성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일관된 테이블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복제본을 생성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독자마다 각각 다르게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 순위가 높은 쿼리를 처리해
야 해서 최고의 읽기 성능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우선 순위가 낮아서 읽기 작업의 병목 현상이 용인되
는 애플리케이션 2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테이블을 읽는다면, 우선 순위가 낮은 애플리케이션의 과도한 읽기 로드가 해당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읽기 용량을 모두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선 순위가 높은 애플리케이션
의 읽기 작업을 제한하게 됩니다.
대신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통해 읽기 용량을 테이블과 다르게 설정한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낮은 우선 순위의 앱이 테이블 대신 복제본에 쿼리를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 테이블 읽기를 완전히 없앱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서 대량의 클릭스트림 활동을 캡처하는 애플리케이
션이 있는데, 읽기에 방해가 초래되는 위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격리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읽기를 방지하면서(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 (p. 1093)참조),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생성한 복제본을 읽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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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테이블과 키 스키마가 동일하면서, 키를 제외한 속성은 일부(또는 모두)를 인덱스로 가져오는 글로벌 보
조 인덱스를 설정해 복제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읽기 작업 일부 또는 모두를
상위 테이블이 아닌 이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상위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항상 상위 테이블에 데이터를 작성한 후 작성된 데이터가 인덱스에 나타날 때까지 짧게 전달 지연이 발생
합니다. 다시 말해 애플리케이션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 복제본이 유일하게 상위 테이블에 최종적으로 일관된
복제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글로벌 보조 인덱스 복제본을 생성해 여러 읽기 패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복제본을 생성할 때, 각
읽기 패턴에 실제 필요한 속성만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애플리케이션이 상위 테이블의 항목을 읽지 않
고,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면서,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을 더 적게 소비합니다. 이런 최적화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큰 항목과 속성 저장 모범 사례
현재 Amazon DynamoDB는 테이블에 저장하는 각 항목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Amazon DynamoDB
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량 (p. 1264) 참조).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 크기 제한보다 많은 데이터
를 항목에 저장해야 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라지 속성을 압축하거나, 항목을 여러 개(정렬 키로 효율적으로
인덱싱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을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에 객체로 저장하
고 Amazon S3 객체 식별자를 DynamoDB 항목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큰 속성 값 압축
라지 속성 값을 압축하면 DynamoDB의 항목 제한에 맞출 수 있고,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GZIP 또는 LZO와 같은 압축 알고리즘은 Binary 속성 유형에 저장할 수 있는 이진수 출력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의 Reply 테이블은
포럼 사용자가 작성한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회신은 긴 텍스트 문자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는 압축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DynamoDB에서 긴 메시지를 압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샘플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여 이진 형식 속성 처리 (p. 397)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준 API를 사용하여 이진 형식 속성 처리 (p. 420)

Amazon S3에 큰 속성 값 저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mazon S3을 사용하여 DynamoDB 항목에 맞지 않는 라지 속성 값을 저장할 수도 있
습니다. 이를 Amazon S3에 객체로 저장한 후, 객체 식별자를 DynamoDB 항목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S3의 객체 메타데이터 지원을 사용하여 DynamoDB의 상위 항목에 링크를 다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목의 기본 키 값을 Amazon S3 객체의 Amazon S3 메타데이터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Amazon S3 객체를 유지 관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oductCatalog 단원의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테이블을 생각해 봅시다. 이 테이블의 항목은 항목 가격, 설명, 책의 저자 및 여러 제품의 규격에 대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항목에 맞지 않을 정도로 큰 제품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다면, DynamoDB 대신 Amazon S3에 이
미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구현할 때는 다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 DynamoDB는 Amazon S3 및 DynamoDB를 교차하는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
션이 분리된 Amazon S3 객체를 정리하는 등 실패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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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S3는 객체 식별자의 길이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길이가 지나치게 긴 객체 식별자를 생성하지 않
거나 기타 Amazon S3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Amazon S3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
세요.

DynamoDB의 시계열 데이터 처리 모범 사례
Amazon DynamoDB의 일반 설계 원칙은 사용할 테이블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
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단 하나의 테이블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기간별로 애플리케이션
당 하나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설계 패턴
많은 볼륨의 이벤트를 추적하고 싶은 경우에 일반적인 시계열 시나리오를 고려하십시오. 쓰기 액세스 패턴은
기록할 모든 이벤트가 오늘 날짜인 패턴입니다. 읽기 액세스 패턴은 오늘 이벤트를 가장 많이, 어제 이벤트는
이보다 적게, 더 오래된 이벤트는 거의 읽지 않는 패턴입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현재 데이
터와 시간을 기본 키에 빌드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계 패턴입니다.
• 필요한 읽기 및 쓰기 용량과 필요한 인덱스로 프로비저닝되는 테이블을 기간당 하나씩 생성합니다.
• 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기간에 대한 테이블을 사전에 빌드합니다. 현재 기간이 끝나면, 이벤트 트래픽
을 새 테이블로 보냅니다. 기록 기간이 설명된 테이블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에 기록이 중지된 즉시 프로비저닝된 쓰기 용량은 더 낮은 값(예: 1WCU)으로 줄이고, 적절한 읽기
용량을 프로비저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테이블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을 줄입니다. 내용이 거
의 또는 아예 필요 없다면 테이블을 아카이브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트래픽 볼륨이 발생하는 현재 기간에 필요한 리소스를 할당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전
테이블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논리적
파티션 키에 트래픽을 균등하게 배포하기 위해 쓰기 샤딩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쓰기 샤
딩을 사용해 워크로드를 고르게 배포 (p. 1175)을 참조하십시오.

시계열 테이블 예
다음은 현재 테이블은 더 높은 읽기/쓰기 용량으로 프로비저닝되고 이전 테이블은 자주 액세스되지 않으므로
축소되는 시계열 데이터 예입니다.

다대다 관계 관리 모범 사례
인접 목록은 Amazon DynamoDB의 다대다 관계 모델링에 유용한 설계 패턴입니다. 대체로 DynamoDB에 그
래프 데이터(노드 및 엣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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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목록 설계 패턴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개체 간 관계가 다대다 관계일 때, 이런 관계를 인접 목록으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
다. 이 패턴에서는 파티션 키를 사용하여 모든 최상위 개체(그래프 모델의 노드와 비슷)를 표현합니다. 다른
개체(그래프의 엣지)와의 관계는 대상 개체 ID(대상 노드)에 정렬 키 값을 설정해 파티션 내에서 하나의 항목
으로 표시합니다.
이런 패턴은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고, 쿼리 패턴을 단순화시켜 대상 개체(대상 노드의 엣지)와 연결된 모든
개체(노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실제 이런 패턴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례는 인보이스 여러 요금 청구 항목이 있는 인보이스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요금 항목이 여러 인보이스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의 파티션 키는 InvoiceID 또는 BillID입
니다. BillID 파티션에는 청구서와 관련된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voiceID 파티션에는 인보이
스별 속성이 저장된 항목과 인보이스에 롤업된 각 BillID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스키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스키마를 사용하여 특정 인보이스의 요금 항목을 테이블 기본 키를 사용해 쿼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금 항목의 일부가 포함된 모든 인보이스를 찾으려면 테이블 정렬 키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프로젝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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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된 그래프 패턴
피어 간 순위, 개체 간 공통 관계, 이웃 개체 상태, 기타 그래프 스타일 워크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빌드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스키마 설계 패턴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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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스키마는 그래프의 엣지와 노드를 정의하는 항목이 포함된 데이터 파티션 세트로 정의한 그래프 데이터
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엣지 항목에는 Target 및 Type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TypeTarget"이라는 복합 키의 일부로 사용하여 기본 테이블이나 보조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파티션에 있는
항목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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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Data 속성에 빌드됩니다. 이 속성은 앞서 설명한 글로벌 보조 인덱스 오버로
딩을 사용하여 Dates, Names, Places, Skills 등 몇몇 속성 유형을 인덱스합니다. 효과적으로 4개의 속성
들을 인덱싱하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입니다.
테이블에 항목들을 삽입하면, 지능형 샤딩 전략을 사용하여 필요한 만큼 많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논리적
파티션에 크게 집계된(Birthdate, Skill) 항목 세트를 배포, '핫' 읽기/쓰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패턴을 결합해서 고효율 실시간 그래프 워크플로우를 위한 데이터 스토어를 구현합니다. 이런
워크플로우는 고성능의 이웃 개체 상태와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의 추천 엔진에 대한 엣지 집계 쿼리,
노드 순위, 하위 트리 집계, 기타 범용 그래프 사용 사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의 데이터 일관성이 중요하지 않은 사용 사례인 경우, 예약한 Amazon EMR 프로세스를 사용해 워크
플로우에 관련 그래프를 요약 집계해서 엣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엣지가 그래프에 추가된
때를 즉시 알 필요가 없다면, 예약된 프로세스를 사용해 결과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에 Amazon DynamoDB Streams 및 AWS Lambda를 포함하여 엣
지 업데이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EMR 작업을 사용하여 정기적인 간격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 이런 방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쿼리 비용이 높고 개별 사용자의 업
데이트를 즉시 파악할 필요성이 낮은 소셜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관리(ITSM) 및 보안 애플리케이션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엣지들이 통합되어 구성된 개체 상태 변경
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준의 관계나 복잡한 엣
지 통과에 대해 실시간으로 다중 노드 집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용 사례에 이런 유형의
실시간 그래프 쿼리 워크플로우가 필요하다면, 워크플로우 관리에 Amazon Neptune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현 모범 사례
하나 이상의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Amazon DynamoDB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생성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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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로 일부만 마이그레이션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일부 조직은 회계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고서를 생산하는 코드에 많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보고서 생성에 필요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형 시스템의 유연성은 이런 종류의 작업에
적합합니다. NoSQL에서 이런 보고서를 모두 다시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조직은 수십 년에 걸쳐 획득하거나 물려받은 여러 다양한 레거시 관계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
다. 이런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지나치게 위험하고 값 비싸, 이런 노력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들이 트래픽이 많아 밀리초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 고객용 웹사이트가 회사의 운영을 결정한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형 시스템은 많은(때론 수용할 수 없는) 투자를 해야만 이런 요구 사
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은 DynamoDB가 하나 이상의 관계형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구체화된 보기를
생성하고, 이런 보기에 대해 트래픽이 많은 요청을 처리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고객용 트래픽 처리에 필요했던 RDBMS 라이선스와 서버 하드웨어 유지관리를 없애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현 방법
DynamoDB는 DynamoDB Streams와 AWS Lambda를 활용하여 하나 이상의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Streams와 AWS Lambda를 통합하는 시스템은 몇 가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구체화된 보기의 지속형 캐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점진적으로 SQL 시스템에 데이터를 채우고, 여기에서 이런 데이터를 쿼리 및 수정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즉, 전체 보기를 미리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용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는 관리 비용을 낮추고, 아주 높은 가용성과 신뢰도를 제공합니다.
이런 종류의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종류의 상호 운영이 필요합니다.

1. DynamoDB 캐시를 증분 방식으로 채웁니다. 항목을 쿼리하면, 먼저 DynamoDB에서 이를 찾습니다. 여기
에 없다면, SQL 시스템을 검색해 DynamoDB로 로드합니다.
2. DynamoDB 캐시를 통해 씁니다. 고객이 DynamoDB의 값을 변경하면, Lambda 함수가 트리거되어 SQL
시스템에 새 데이터를 다시 작성합니다.
3. SQL 시스템에서 DynamoDB를 업데이트합니다. 재고 관리나 요금 같은 내부 프로세스가 SQL 시스템의
값을 변경하면, 저장된 프로시저가 트리거되어 DynamoDB의 구체화된 보기에 변경 사항을 전파합니다.
이런 작업은 아주 간단하며, 모든 것이 모든 시나리오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솔루션은 DynamoDB를 주로 사용하고 싶지만, 동시에 시간이 중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보안이
필요한 작업이나 1회성 쿼리용으로 작은 관계형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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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 모범 사례
기존의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플랫폼은 데이터를 정규화된 관계형 구조로 저장합니다.
이 구조는 계층적 데이터 구조를 여러 테이블에 저장되는 공통 요소 집합으로 줄입니다. 다음 스키마는 가상
의 제조업체의 운영과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을 지원하는 HR 스키마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주문 입력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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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BMS 플랫폼은 애드혹 쿼리 언어(일반적으로 SQL과 유사)를 사용하여 정규화된 데이터에 대한 구체화된
보기를 생성해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액세스 패턴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각 항목을 출하할 수 있는 모든 창고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정렬된 구매 주문 항목 목록을 생성하
려면, 앞서 스키마에 대해 다음 쿼리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119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첫 번째 단계

SELECT * FROM Orders
INNER JOIN Order_Items ON Orders.Order_ID = Order_Items.Order_ID
INNER JOIN Products ON Products.Product_ID = Order_Items.Product_ID
INNER JOIN Inventories ON Products.Product_ID = Inventories.Product_ID
ORDER BY Quantity_on_Hand DESC

이런 유형의 일회성 쿼리는 데이터에 유연하게 액세스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지만, 상당히 많은 처리량이
필요합니다. 여러 위치의 데이터를 쿼리한 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그 결과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앞서 쿼리는 여러 테이블을 대상으로 복잡한 쿼리를 시작한 후, 결과 데이터를 분류해 통합합니다.
또 다른 RDBMS 시스템 속도 저하 요소 중 하나는 ACID 규정을 준수하는 트랜잭션 프레임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OLTP)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계층적 데이터 구조를 구
분한 후, RDBMS에 저장할 때 여러 논리적 테이블로 배포해야 합니다. 즉 ACID를 준수하는 트랜잭션 프레임
워크로 애플리케이션이 쓰기 처리 중에 객체 읽기를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착 상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런 트랜잭션 프레임워크는 쓰기 처리에 많은 오버헤드를 추가시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기존 RDBMS 플랫폼을 조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중요 장애물입니다. NewSQL 커뮤니티
가 분산형 RDBMS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제한을 해결할 확률이 낮을 것입니다. 어떤 솔루션 전달 방법이든 정규화와 ACID 트랜잭션 처리 비
용이 계속 상당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즈니스에서 트래픽이 많은 쿼리에 지연 시간이 낮은 응답이 요구되는 경우, NoSQL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Amazon DynamoDB는 이를 방지해 관계형 시스템의 확
장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다음 이유 때문에 잘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여러 테이블에 저장을 하는 데, 디스크 쓰기 작업에 여러 쿼리가 요구됩니다.
• ACID 준수 트랜잭션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능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고가의 조인을 사용해 필요한 쿼리 결과 보기를 재수집해야 합니다.
DynamoDB는 다음 이유 때문에 효과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 스키마 유연성 덕분에 DynamoDB가 복잡한 계층적 데이터를 단일 항목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복합 키 설계 덕분에 관련 항목을 동일한 테이블에 함께 가까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어에 대한 쿼리가 훨씬 더 간단합니다(아래 형식인 경우가 많음).
SELECT * FROM Table_X WHERE Attribute_Y = "somevalue"

DynamoDB는 이전 예의 RDBMS보다 요청 데이터 반환이 효과적입니다.

DynamoDB의 관계형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첫 번째 단
계
Important
NoSQL 설계에는 RDBMS 설계와 다른 사고 방식이 요구됩니다. RDBMS의 경우, 액세스 패턴을 생
각하지 않고 정규화된 데이터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나중에 새로운 질문과 쿼리에 대
한 요구 사항이 생길 때 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Amazon DynamoDB의 경우 대답해야
할 질문을 모르기 전까지는 스키마 설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비즈니스 문제와 애플리케이
션 사용 사례를 이해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확장되는 DynamoDB 테이블 설계를 시작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데 먼저 지원해야 하는
OSS/BSS(운영 지원 시스템 및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액세스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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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활동과 목표에 대한 사용자 사례를 검토합니다. 파악한 다양한 사용 사례를 문서
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액세스 패턴을 분석합니다.
•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쿼리 로그를 분석해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수와 핵심 액세스 패
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끝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 목록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목록이 훨씬 더 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쿼리 패턴을 보여줍니다.
DynamoDB 스키마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개체를 파악하고, 비정규화와
복합 키 집계로 쿼리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DynamoDB에서는 복합 정렬 키, 오버로드된 글로벌 보조 인덱스, 분할된 테이블/인덱스 및 기타 설계 패
턴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사용해 데이터를 구조화,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이나 인
덱스에 대한 한 번의 쿼리로 특정 액세스 패턴에 필요한 것을 검색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형 모델
링 (p. 1192)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규화된 스키마 모델링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패턴은 인접 목록 패턴입니
다. 기타 글로벌 보조 인덱스 쓰기 샤딩, 글로벌 보조 인덱스 오버로딩, 복합 키, 구체화된 집계 등의 패턴을
이런 설계에 사용합니다.

Important
대체로 DynamoDB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가능한 적은 수의 테이블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 볼륨이 많
은 시계열 데이터가 관여된 경우나 액세스 패턴이 아주 다른 데이터세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
반전된 인덱스의 단일 테이블로 간단한 쿼리를 활성화시켜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복잡
한 계층적 데이터 구조를 생성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예
이 예는 Amazon DynamoDB에서 관계형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DynamoDB 테이블 설계
는 관계형 모델링 (p. 1192)에 표시된 관계형 주문 입력 스키마에 해당합니다. 이는 DynamoDB에서 관계형
데이터 구조를 표시하는 범용적인 방식인 인접 목록 설계 패턴 (p. 1187)을 따릅니다.
이 설계 패턴의 경우, 사용자가 관계형 스키마의 다양한 테이블과 연결되는 항목 유형 세트를 정의해야 합니
다. 그런 후 복합(파티션 및 정렬) 기본 키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개체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런 개체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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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 키는 항목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속성이며, 대체로 PK인 모든 항목을 가리킵니다. 정렬 키 속성에는
반전 인덱스나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SK입니다.
관계형 주문 입력 스키마를 지원하는 다음 개체를 정의합니다.
1. HR-Employee - PK: EmployeeID, SK: Employee Name
2. HR-Region - PK: RegionID, SK: Region Name
3. HR-Country - PK: CountryId, SK: Country Name
4. HR-Location - PK: LocationID, SK: Country Name
5. HR-Job - PK: JobID, SK: Job Title
6. HR-Department - PK: DepartmentID, SK: DepartmentID
7. OE-Customer - PK: CustomerID, SK: AccountRepID
8. OE-Order - PK OrderID, SK: CustomerID
9. OE-Product - PK: ProductID, SK: Product Name
10.OE-Warehouse - PK: WarehouseID, SK: Region Name
테이블에 이런 개체 항목을 추가하고, 개체 항목 파티션에 엣지 항목을 추가해 항목 간 관계를 정의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은 이 단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예에서 테이블의 Employee, Order 및 Product Entity 파티션에는 테이블의 다른 개체 항목에 대한
포인터가 포함되어 있는 추가 엣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정의한 모든 액세스 패턴을 지원하는 몇 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GSI)를 정의합니다. 개체 항목들의 기본 키나 정렬 키 속성에 사용되는 값의 유형이 다릅
니다. 기본 키와 정렬 키 속성을 테이블에 삽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만 요구됩니다.
적절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개체가 있는 반면 다른 개체의 ID를 정렬 키 값으로 사용하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글로벌 보조 인덱스로 여러 유형의 쿼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GSI 오버로딩이
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항목 유형이 포함된 테이블에 대해 20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라는 기
본 제한이 사실상 제거됩니다. GSI 1이라는 다이어그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GSI 2는 특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표의 모든 항목을 가져오는 비교적 범용적인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패턴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용한 상태에 대한 항목의 분포가 고르지 않은 라지 테이블의 경우, 항목을
병렬로 쿼리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논리적 파티션에 분포하지 않는 경우 '핫' 키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런 설계 패턴을 write sharding라고 합니다.
GSI 2에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Order 항목에 GSI 2 기본 키 속성을 추가합니다.
0~N 범위의 난수로 채워 넣습니다. N은 일반적으로 다음 공식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지 않
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ItemsPerRCU = 4KB / AvgItemSize
PartitionMaxReadRate = 3K * ItemsPerRCU
N = MaxRequiredIO / PartitionMaxReadRate

예를 들어, 다음을 기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시스템의 주문은 최대 200만이고, 5년 내에 300만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특정 시점에서 열려 있는 상태의 주문은 최대 20%입니다.
• 평균적으로 주문 레코드는 약 100바이트이며, 주문 파티션의 3개 OrderItem 레코드는 각각 약 50바이트이
며, 평균적으로 주문 개체의 크기는 250바이트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N 팩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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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PerRCU = 4KB / 250B = 16
PartitionMaxReadRate = 3K * 16 = 48K
N = (0.2 * 3M) / 48K = 13

이 경우, GSI 2의 논리적 파티션 13개 이상에 모든 주문을 배포해 OPEN 상태인 모든 Order 항목의 읽기 작
업이 물리적 스토리지 계층에서 핫 파티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숫자를 덧대 데이터세트
에서 이상(이례)을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N = 15을 사용하는 모델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
듯이 테이블에 삽입된 각 Order 및 OrderItem 레코드의 GSI 2 PK 속성에 0~N 사이의 임의의 값을 추가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OPEN 인보이스 수집을 요구하는 액세스 패턴이 비교적 적게 발생해, 버스트 용량으로 요청을 충족
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분석을 한 것입니다. State 및 Date Range Sort Key 조건을 사용하는 다음의 글로
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해 필요한 특정 상태의 모든 Orders의 하위집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15개의 논리적 파티션을 대상으로 항목을 임의 배포합니다. 이 구조는 액세스 패턴에 검색할
항목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작동을 합니다. 즉 15개 스레드 중 어느 하나가 낭비된 용량을 대표할 수 있는 비
어있는 결과 세트를 반환할 확률이 낮습니다. 반환이 없거나, 작성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쿼리는 항상
1RCU(읽기 용량 단위)나 1WCU(쓰기 용량 단위)을 사용합니다.
액세스 패턴이 희소한 결과 세트를 반환하는 이러한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요구하는 쿼리 속도가 빨라야 하
는 경우, 임의 패턴보다는 항목을 분산시키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쿼리가 실행 시간에 실행될 때 알려진 속성을 선택하고 이 속성을 항목이 삽입될 때 0~14의 키 공간에 해시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효율적으로 읽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정의한 액세스 패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새
DynamoDB 버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패턴과 쿼리 조건의 목록입니다.
액세스 패턴

쿼리 조건

1

직원 ID별로 직원 세부 정보 조회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ID='HREMPLOYEE'

2

직원 이름별 직원 세부 정보 쿼리

GSI-1, PK = 'Employee Name' 사
용

3

직원의 현재 작업 세부 정보만 가
져오기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PK=HREMPLOYEE-1, SK는 'v0'으로 시
작

4

특정 고객의 특정 날짜 범위 주문
가져오기

각 StatusCode에 대해
GSI-1, PK=CUSTOMER1,
SK='STATUS-DATE' 사용

5

모든 고객에 걸쳐 특정 날짜 범위
에 OPEN 상태인 모든 주문 표시

OPEN-Date1과 OPEN-Date2 사
이의 범위 [0..N], SK에 대해 병렬
로 GSI-2, PK=query 사용

6

최근 채용된 모든 직원

GSI-1, PK='HR-CONFIDENTIAL',
SK > date1 사용

7

특정 창고의 모든 직원 찾기

GSI-1, PK=WAREHOUSE1 사용

8

창고 위치 재고를 포함하여 제품
에 대한 모든 주문 품목 가져오기

GSI-1, PK=PRODUCT1 사용

9

계정 담당자별로 고객 가져오기

GSI-1, PK=ACCOUNT-REP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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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패턴

쿼리 조건

10

계정 담당자 및 날짜별로 주문 가
져오기

각 StatusCode에 대해
GSI-1, PK=ACCOUNT-REP,
SK='STATUS-DATE' 사용

11

특정 직책의 모든 직원 가져오기

GSI-1, PK=v0-JOBTITLE 사용

12

제품 및 창고별로 재고 가져오기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PK=OEPRODUCT1,SK=PRODUCT1

13

전체 제품 재고 가져오기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PK=OEPRODUCT1,SK=PRODUCT1

14

주문 총계 및 판매 기간별로 순위
가 지정된 계정 담당자 가져오기

GSI-1, PK=YYYY-Q1,
scanIndexForward=False 사용

데이터 쿼리 및 스캔 모범 사례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의 Query 및 Scan 작업에 대한 몇 가지 모범 사례를 살펴봅니다.

스캔에 대한 성능 고려 사항
일반적으로 Scan 작업은 DynamoDB의 다른 작업보다 비효율적입니다. Scan 작업은 항상 전체 테이블이나
보조 인덱스를 스캔합니다. 그런 후 값을 필터링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결과 세트에서 데이터를 제
거해야 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가능한 경우, 대용량 테이블 또는 인덱스에서 필터를 사용해 다수의 결과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Scan 작
업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테이블이나 인덱스 용량이 커질수록 Scan 작업 속도가 느려집니
다. Scan 작업은 요청한 값을 찾기 위해 전체 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대용량 테이블이나 인덱스일 경우에는
단 한 번의 작업으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이 Scan이 아닌 Query를 사용하도록 테이블과 인덱스를 설계해야 합니다. (테이블의 경우에
는 GetItem 및 BatchGetItem API 사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Scan 작업이 요청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
다.

갑작스러운 읽기 활동 급증 방지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의 요건을 설정합니다. 읽기의 경우, 4KB 데이터의 초당 강력
하게 일관된 읽기 요청 수로 용량 단위를 표현합니다.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일 때는 읽기 용량 단위가 초당
4KB 읽기 요청 2개입니다. Scan 작업은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일관된 일기를 실행하며 최대 1MB(한 페이
지)까지 데이터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can 요청 한 번으로 (1MB 페이지 크기/4KB 항목 크기)/2(최
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수)의 결과인 128개의 읽기 작업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강력하게 일관된 읽기를
요청하면 Scan 작업은 두 배 더 많은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인 256개의 읽기 작업을 소비합니다.
이 현장은 테이블에 구성된 읽기 용량과 비교하여 갑작스러운 사용량 급증을 나타냅니다. 스캔 작업
에서 이러한 용량 단위의 사용은 용량 단위의 부족으로 이어져 동일한 테이블에서 잠재적으로 더욱
중요한 요청을 실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욱 중요한 요청을 실행하더라도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can이 사용하는 용량 단위의 갑작스러운 증가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스캔 요청 시 파티션에서 서로
인접한 항목을 읽어오다 보니 동일한 파티션의 용량 단위를 모두 소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
러 요청이 동일 파티션으로 몰리면서 용량 단위를 모두 소비하고 결국 해당 파티션에 대한 다른 요청은 병목
현상을 겪고 맙니다. 이 경우 데이터 읽기 요청을 여러 파티션으로 분산하였다면 작업으로 인한 특정 파티션
의 병목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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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Query 및 Scan 작업에 따른 용량 단위 사용량의 급증이 미치는 영향과, 동일한 테이블에 대한 다른
요청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했듯, 사용량 급증은 몇몇 방식으로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1. 좋음: 요청과 크기를 고르게 배포
2. 중간: 버스트의 잦은 요청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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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쁨: 소수의 임의 대량 요청
4. 나쁨: 대형 스캔 작업
대용량의 Scan 작업 대신에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스캔이 테이블의 할당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크기 축소
스캔 작업은 전체 페이지(기본 1MB)를 읽어오기 때문에 페이지 크기를 축소하면 스캔 작업의 영향을 줄
일 수 있습니다. Scan 작업의 Limit 파라미터는 페이지 크기를 요청에 맞게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Query 또는 Scan 요청마다 페이지 크기를 축소하면 읽기 작업 수가 줄어들면서 각 요청 간 "멈춤"이 발생
합니다. 예를 들어, 각 항목이 4KB이고, 페이지 크기를 항목 40개로 설정했다고 가정합니다. Query 요청
은 20개의 최종적 일관된 읽기 작업이나 40개의 강력히 일관된 읽기 작업만 사용합니다. 페이지 크기를 축
소한 Query 또는 Scan 작업은 그 수를 늘리더라도 병목 현상 없이 다른 중요한 요청까지 처리할 수 있습
니다.
• 스캔 작업 격리
DynamoDB는 확장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애플리케이션이 개별 목적으로 테이블을 생성
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여러 테이블로 복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션 크리티컬" 트래픽이 발생
하지 않는 테이블을 스캔하려고 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중요 트래픽용과 기록용의 두 테이블 간에
트래픽을 매시간 순환하여 이 부하를 처리합니다.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미션 크리티컬" 테이블과 "섀
도" 테이블, 두 개에서 모든 쓰기 작업을 실행하여 부하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할당 처리량을 초과했다는 응답 코드가 수신되는 요청은 모두 재시도하거나 작업으로 테이
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또는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프
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증가시킵니다. 워크로드의 일시적인 급증으로 인해 처리량이 간혹 할당된 수준을 초과
할 때는 지수 백오프로 요청을 재시도합니다. 지수 백오프의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류 재시도 횟수 및
지수 백오프 (p. 16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병렬 스캔 활용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순차식 스캔이 아닌 병렬식 Scan 작업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용
량의 이력 데이터 테이블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순차식보다는 병렬식 스캔이 훨씬 빠릅니다. 백
그라운드 "스위퍼" 프로세스에서 다수의 작업자 스레드가 우선순위를 낮춰 테이블을 스캔하기 때문에 프로
덕션 트래픽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모두 병렬식 Scan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할당 처리량 리소스까지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병렬식 스캔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할당 처리량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병렬 스캔의 경
우,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작업자로 하여금 동시에 Scan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이 빠르게 소비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테이블에 액세스해야 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렬식 스캔은 다음과 같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 크기가 20GB 이상입니다.
• 테이블에 프로비저닝된 읽기 처리량이 사용하고도 남습니다.
• 순차식 Scan 작업이 너무 느립니다.

TotalSegments 선택
최적의 TotalSegments 설정 값은 특정 데이터, 테이블의 할당 처리량 설정 값, 그리고 성능 요건에 따라 결
정됩니다. 올바른 설정을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2GB 데이터당 한 세그먼트 같이 단순 비율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크기가 30GB라면 TotalSegments를 15(30GB / 2GB)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15명의 작업자를 사용하지만 각 작업자마다 다른 세그먼트를
스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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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클라이언트 리소스를 기준으로 TotalSegments 값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otalSegments를 1부터 1,000,000 중 한 숫자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DynamoDB에서 해당 개수의 세그먼
트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 수를 제한하는 경우 애플리
케이션의 Scan 성능이 최적화될 때까지 TotalSegments를 일정하게 늘리면 됩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최적화하려면 병렬식 스캔을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필
요한 리소스까지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모두 소비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Scan 요청
에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면 TotalSegments 값을 높여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Scan 요청 시 할당 처리량을
의도한 것보다 많이 소비한다면 TotalSegments 값을 내려 설정하십시오.

DynamoDB 테이블의 비용 최적화
이 섹션에서는 기존 DynamoDB 테이블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모범 사례를 다룹니다. 다음 전략
을 검토하여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비용 최적화 전략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각 전략은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개요, 찾아야 할 징후,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한 규범적 지침을 제공합
니다.
주제
• 테이블 수준 비용 분석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 (p. 1201)
• 온디맨드 용량이 필요한지 아니면 프로비저닝된 용량이 필요한지 확인 (p. 1203)
•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에 Auto Scaling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p. 1207)
• 적합한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p. 1207)
•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 (p. 1209)
• 최적이 아닌 사용 패턴이 있는지 확인 (p. 1215)
• 스트리밍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 (p. 1216)

테이블 수준 비용 분석을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
기본 AWS Cost Explorer 구성을 사용하면 사용 유형별로 집계된 DynamoDB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테이블 비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전에서 가장 높은 비용 테이블은 무엇인가?' 또는 '이
테이블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 유형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Cost
Explorer에서 이러한 테이블 수준 필터링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테이블에 고유한 이름으로 태그를 지정하면
됩니다.
태깅을 사용하여 테이블 수준 비용 분석을 활성화하는 방법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LI를 통해 테이블 이름에 일관된 태그 키(예: 'tablename')를 사용해
태그 값을 해당 테이블 이름으로 설정하여 각 테이블을 태깅 (p. 326)합니다. 많은 수의 테이블에 태그를 지정
해야 하는 경우 Eponymous Table Tagger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테이블 수준 비용 최적화 (p. 1201)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태그를 AWS Cost Explorer에서 필터링할 수 있는 태그로 태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새로 만든 태그가 표시되는 데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까지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테이블 수준 비용 최적화
AWS Management Console 내에 있는 Cost Explorer 도구를 사용하면 읽기, 쓰기, 스토리지 및 백업 요금과
같은 비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월별 또는 일과 같은 기간별로 요약된 비용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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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직면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특정 테이블 하나의 비용만 검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데이터
중 일부는 DynamoDB 콘솔이나 DescribeTable API 호출을 통해 사용할 수 있지만 Cost Explorer 탐색기
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테이블과 관련된 비용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거나 그룹화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서
는 태그를 사용하여 Cost Explorer에서 개별 테이블 비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제
• 단일 DynamoDB 테이블의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p. 1202)
• Cost Explorer의 기본 보기 (p. 1202)
• Cost Explorer에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 (p. 1202)

단일 DynamoDB 테이블의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Amazon DynamoDB AWS Management Console 및 DescribeTable API 모두 프라이머리 키 스키마, 테이
블의 인덱스, 테이블과 인덱스의 크기 및 항목 수 등 단일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테이블 크기와
인덱스 크기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월별 스토리지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east-1 리전에서
는 GB당 0.25 USD입니다.
테이블이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인 경우 현재 RCU 및 WCU 설정도 반환됩니다. 이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현재 읽기 및 쓰기 비용을 계산할 수 있지만, 특히 테이블이 Auto Scaling으로 구성된 경우 이러한 비용이 달
라질 수 있습니다.

Note
테이블이 온디맨드 용량 모드인 경우 한 기간의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청구
되므로 DescribeTable은 처리량(throughput) 비용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Cost Explorer의 기본 보기
Cost Explorer의 기본 보기는 처리량(throughput) 및 스토리지와 같은 사용된 리소스 비용을 보여주는 차트를
제공합니다. 월별 또는 일별 합계와 같이 기간별로 비용을 그룹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읽
기, 쓰기 및 기타 기능의 비용도 세분화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Cost Explorer에서 테이블 태그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Cost Explorer는 여러 테이블의 비용을 합산하므로 특정 테이블에 대한 비용 요약을 제공하지 않
습니다. 하지만 AWS 리소스 태깅을 사용하여 메타데이터 태그로 각 테이블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프로젝트 또는 부서에 속한 모든 리소스를 식별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키-값 쌍입니다. 이 예
제에서는 MyTable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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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_name의 키와 MyTable의 값으로 태그를 설정합니다.

2.

Cost Explorer 탐색기에서 태그를 활성화한 후 태그 값을 필터링하여 각 테이블의 비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Note
Cost Explorer에 태그가 표시되려면 하루나 이틀이 걸릴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직접 또는AWS CLI 또는AWS SDK와 같은 자동화를 통해 메타데이터 태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새 테이블 생성 프로세스의 일부로 table_name 태그를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테
이블의 경우 Python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이러한 태그를 찾아 계정의 특정 리전에 있는 모든 기존 테이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의 Eponymous Table Tagger를 참조하십시오.

온디맨드 용량이 필요한지 아니면 프로비저닝된 용량
이 필요한지 확인
DynamoDB 테이블은 온디맨드 용량 모드와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의 두 가지 용량 모드를 지원합니다.
• 온디맨드 용량 모드는 용량 요구 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워크로드에 맞게 용량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하며
간헐적인 워크로드의 경우 용량을 0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용량 모드는 용량 계획이나 프로비
저닝이 필요 없고 수행한 읽기 및 쓰기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용량 요구 사항이 결정되지 않
은 새 워크로드에 권장되는 모드입니다.
•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에서는 테이블에 필요한 초당 읽기 및 쓰기 횟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프로비저닝된
용량에 대해 시간당 요금이 청구됩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는 동일한 용량에 대해 온디맨드 용량 모
드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용량 요구 사항이 예측 가능한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Note
테이블을 정확하게 프로비저닝하지 않고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트래픽이 반복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량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용량 모드 (p. 15)를
참조하세요.
용량 요구 사항을 알 수 없는 새 워크로드의 경우 몇 주 동안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한 다음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용량 사용량을 평가해 용량 모드 선택을 검증합니다. 수요가 급증하여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다면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계속 사용합니다. 안정적인 읽기 및 쓰기 사용량으로 트래픽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합한 테이블 용량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
CloudWatch 지표 (p. 1122)를 통해 사용된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테이블 용량 모드 평가 (p. 1203) 단원을 참조하세요.

테이블 용량 모드 평가
이 섹션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 적절한 용량 모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각 모드는 처
리량(throughput) 변화에 대한 대응력 및 사용량 청구 방식 측면에서 다양한 워크로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
도록 조정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주제
•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용량 모드 (p. 1204)
• 온디맨드 용량 모드 선택 시기 (p. 1204)
•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 선택 시기 (p. 1205)
• 테이블 용량 모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p.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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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용량 모드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할 때 온디맨드 또는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24시
간 동안 두 번 변경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걱정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용량 모드
온디맨드 용량 모드는 DynamoDB 테이블의 용량을 계획하거나 프로비저닝할 필요가 없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이 모드에서 테이블은 리소스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필요 없이 테이블에 대한 요청을 즉시 수용합니다(테
이블의 이전 최대 처리량(throughput)의 최대 2배).
온디맨드 테이블은 테이블에 대한 실제 요청 수를 계산하여 청구되므로 프로비저닝된 것이 아니라 사용한 만
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는 테이블이 요청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직접 또는 자동 크기 조정의 도움으로 정
의할 수 있는 보다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지정된 시간에 테이블에 대해 특정 용량이 프로비저닝되기 때문에
비용은 요청 수가 아닌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기준으로 결제됩니다. 할당된 용량을 초과하면 테이블이 요청을
거부하고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의 경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에서는 조절을 낮게 유지하고 비용을 조정하기 위해 테이블을 과도하게 프로비저닝
하지 않거나 과소 프로비저닝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온디맨드 용량 모드 선택 시기
비용을 최적화할 때 다음 그래프와 유사한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 온디맨드 모드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워크로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측할 수 없는 요청 타이밍(트래픽 급증 초래)
• 다양한 요청 볼륨(배치 워크로드로 인한 요청)
• 지정된 시간 동안 피크의 0 또는 18% 미만으로 떨어짐(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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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소가 있는 워크로드의 경우 Auto-Scaling을 사용하여 테이블에서 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
한 용량을 유지하면 테이블이 과도하게 프로비저닝되고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테이블이 과소 프
로비저닝되고 요청이 불필요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테이블은 요청에 따라 청구되기 때문에 비용 최적화를 위해 테이블 수준에서 더 이상 수행해야 할
작업이 없습니다. 워크로드에 여전히 위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디맨드 테이블을 정기적으로 평가
해야 합니다. 워크로드가 안정화되면 프로비저닝 모드로 변경하여 비용을 추가로 최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 선택 시기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에 대한 이상적인 워크로드는 아래 그래프와 같이 사용 패턴이 더 예측 가능한 워크
로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워크로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시간 또는 일별 예측 가능한/주기적 트래픽
• 제한적인 단기 트래픽 폭주

지정된 시간 또는 일의 트래픽 볼륨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테이블의 실제
사용된 용량에 비교적 가깝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비용 최적화는 궁극적으로
테이블에서 ThrottledRequests를 늘리지 않고 할당된 용량 (파란색 선)을 사용된 용량(주황색 선)에 최대
한 가깝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두 선 사이의 공간은 용량 낭비와 제한으로 인한 나쁜 사용자 경험에 대한 보
험입니다.
DynamoDB는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에 대한 Auto Scaling을 제공하므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균
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종일 사용된 용량을 추적하고 몇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테이블의
용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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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용량 단위
제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테이블의 최소 용량을 설정할 수 있지만 테이블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테이
블 사용량이 낮은 기간이 있다가 갑자기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 최소값으로 설정하면 Auto Scaling이 테이블
용량을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용량 단위
테이블의 최대 용량을 설정하여 테이블 확장을 의도한 것보다 높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로드 테스트
가 필요하지 않은 Dev 또는 Test 테이블에는 최대값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테이블에 대해 최대값
을 설정할 수 있지만 실수로 제한되지 않도록 프로덕션에서 사용할 때 테이블 기준선에 대해 이 설정을 정기
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목표 사용률
테이블의 목표 사용률을 설정하는 것은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에 대한 비용 최적화의 기본 수단입니다.
여기서 백분율 값을 낮게 설정하면 테이블이 오버프로비저닝되는 양이 늘어나 비용이 증가하지만 제한의 위
험은 줄어듭니다. 백분율 값을 높게 설정하면 테이블이 오버프로비저닝되는 양이 줄어들지만 제한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테이블 용량 모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두 모드 중 하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추가 요소가 있습니다.
예약 용량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경우 DynamoDB는 읽기 및 쓰기 용량에 대한 예약 용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합니다(복제된 쓰기 용량 단위(rWCU) 및 Standard-IA 테이블은 현재 해당 없음). 이 용량의 예약을 구
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테이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테이블 모드 중 하나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추가 할인이 테이블 비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합니
다.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예측하기 어려운 워크로드라도 예약 용량이 있는 오버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에
서 실행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의 예측 가능성 향상
경우에 따라 워크로드에 예측 가능한 패턴과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이 모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온
디맨드 테이블에서는 쉽게 지원할 수 있지만 워크로드의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을 개선할 수 있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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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턴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는 일괄 가져오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트래픽은 테이블을 실행
할 때 제한이 발생할 정도로 테이블의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에
서 이와 같은 워크로드를 계속 실행하려면 다음 옵션을 사용해봅니다.
• 예약된 시간에 일괄 처리가 발생하는 경우 실행 전에 Auto Scaling 용량을 늘리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일괄 처리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 대신 실행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져오기 속도는 작게 시작하지만 Auto Scaling이 테이블 용량 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분 동안
서서히 증가하는 램프 업 기간을 가져오기에 추가합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에 Auto Scaling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또한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테이블에는 DynamoDB Auto Scaling (p. 288)을 사용해
야 합니다. Auto Scaling은 테이블의 실제 용량 사용률을 기준으로 프로비저닝된 용량 설정을 자동으로 변경
하므로 워크로드 변화에 따라 용량을 수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
면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이 과도하게 프로비저닝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에 Auto Scaling을 사용하는 방법
AWS AWS Management Console, AWS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DynamoDB Auto Scaling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DynamoDB는 워크로드 비용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테이블 클래스로 Standard 및 StandardInfrequent Access(DynamoDB Standard-IA) (p. 20)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와 처리량 사용량 간의 워크로드
균형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테이블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 Standard 테이블 클래스(기본값): 이 테이블 클래스는 스토리지와 읽기 및 쓰기 비용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 이 테이블 클래스는 Standard 테이블 클래스보다 스토리지 비용이 최대 60%
낮고, 읽기 및 쓰기 비용이 최대 25% 높습니다.

Note
선택한 테이블 클래스는 읽기 및 쓰기 비용,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 글로벌 테이블 비용, GSI 비
용(GSI는 상위 테이블의 테이블 클래스를 상속함) 등 다른 요금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테이블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 클래스 선택 시 고려 사
항 (p. 283) 섹션을 참조하세요.
적합한 테이블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법
Table Class Evaluator Tool을 사용하여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테이블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 클래스 평가 (p. 1207) 단원을 참조하세
요.

테이블 클래스 평가
이 섹션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 적절한 테이블 클래스를 선택하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Standard
Inrequent-Access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가 출시되면서 이제 테이블을 최적화하여 스토리지 비용을 낮
추거나 처리량(throughput)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제
• 사용 가능한 테이블 클래스 (p. 1208)
• DynamoDB Standard 선택 시기 (p.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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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 Standard-IA 선택 시기 (p. 1208)
• 테이블 클래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p. 1208)

사용 가능한 테이블 클래스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 클래스에 대해 DynamoDB Standard 또는 DynamoDB Standard-IA
를 선택해야 합니다. 테이블 클래스는 30일 동안 두 번 변경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
니다. 테이블 클래스 중 하나를 선택해도 테이블 성능, 가용성, 신뢰성 또는 내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Standard 테이블 클래스
Standard 테이블 클래스는 새 테이블의 기본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DynamoDB의 원래 결제 잔고를 유지합
니다. DynamoDB 원래 결제 잔액은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의 처리량(throughput)과 스토리
지 비용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는 업데이트 또는 읽기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의 장기 저장이 필요한 워크
로드에 대해 스토리지 비용 절감(~60% 더 낮음) 효과가 있습니다. 클래스는 자주 액세스하지 않도록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읽기 및 쓰기 비용은 Standard 테이블 클래스보다 약간 더 높은 비용(~25% 더 높음)으로 청구
됩니다.

DynamoDB Standard 선택 시기
DynamoDB Standard 테이블 클래스는 스토리지 비용이 전체 월별 테이블 요금의 약 50% 이하인 테이블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비용 균형은 DynamoDB에 이미 저장된 항목에 정기적으로 액세스하거나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워크로드를 나타냅니다.

DynamoDB Standard-IA 선택 시기
DynamoDB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는 스토리지 비용이 전체 월별 테이블 요금의 약 50% 이상인 테이블
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비용 균형은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항목보다 매월 생성하거나 읽는 항목 수가 적
은 워크로드를 나타냅니다.

테이블 클래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두 테이블 클래스 중에서 결정할 때 결정의 일부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추가 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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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용량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는 테이블의 예약 용량 구매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약 용량이 있
는 Standard 테이블에서 예약 용량이 없는 Standard-IA 테이블로 전환할 때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
사용하지 않는 DynamoDB 테이블과 글로벌 보조 인덱스(GSI)는 활발히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테이블과 GSI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여전히 활발히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리
소스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사용 리소스를 식별하는 방법
CloudWatch 지표 (p. 1122) 콘솔에서 ConsumedReadCapacityUnits (p. 1126) 또는
ConsumedWriteCapacityUnits (p. 1127) 트래픽이 없는 테이블 및 GSI를 확인합니다. 이 전략을 구현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사용 리소스 식별 (p. 1209) 단원을 참조하세요.

미사용 리소스 식별
이 섹션에서는 미사용 리소스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애플리케이션 요구 사항이
발전함에 따라 미사용 리소스가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Amazon DynamoDB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설명된 절차는 미사용 리소스를 식별하는 Amazon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해당 리소스
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ynamoDB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읽기 가능하며 실시간에 가까운 지표로 처리하는 CloudWatch를 통해
DynamoDB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기록 정보에 액세스하여
사용률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ynamoDB 지표 데이터는 CloudWatch에 자동으로 전송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란 무엇인가요? 및 지표 보존
기간을 참조하세요.
주제
• 미사용 리소스를 식별하는 방법 (p. 1209)
• 미사용 테이블 리소스 식별 (p. 1210)
• 미사용 테이블 리소스 정리 (p. 1212)
• 미사용 GSI 리소스 식별 (p. 1213)
• 미사용 GSI 리소스 정리 (p. 1214)
• 미사용 글로벌 테이블 정리 (p. 1215)
• 미사용 백업 또는 시점 복구(PITR) 제거 (p. 1215)

미사용 리소스를 식별하는 방법
미사용 테이블 또는 인덱스를 식별하기 위해 30일 동안 다음 CloudWatch 지표를 검토하여 테이블에 활성 읽
기나 쓰기가 있는지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GSI)에 대한 읽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onsumedReadCapacityUnits (p. 1126)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수로, 이를 통해 사용된 용량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테이블과 테이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 또는 특정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사용된 총
읽기 용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ConsumedWriteCapacityUnits (p. 1127)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된 쓰기 용량 단위의 수로, 이를 통해 사용된 용량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테이블과 테이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 또는 특정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사용된 총 쓰
기 용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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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테이블 리소스 식별
Amazon CloudWatch는 미사용 리소스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DynamoDB 테이블 지표를 제공하는 모니터
링 및 관찰 가능 서비스입니다. CloudWatch 지표는 AWS Management Console과 AWS 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다음 단계에서는 AWS Management Console을 통해 리소스 사용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AWS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의 CloudWatch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필요한 경우 콘솔의 오른쪽 상단에서 해당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2.

왼쪽 탐색 메뉴에서 Metrics(지표)를 선택한 다음 All metrics(모든 지표)를 선택합니다.

3.

위 작업을 수행하면 두 개의 패널이 있는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상단 패널에서는 현재 그래프로 표
시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 패널에서 DynamoDB를 선택합니다.

4.

DynamoDB 지표 선택 패널에서 Table Metrics(테이블 지표) 범주를 선택하여 현재 리전의 테이블에
해당하는 지표를 표시합니다.

5.

메뉴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테이블 이름을 식별한 후 테이블에 해당하는
ConsumedReadCapacityUnits 및 ConsumedWriteCapacityUnits 지표를 선택합니다.

6.

Graphed metrics (2)(그래프로 표시된 지표 (2)) 탭을 선택하고 Statistic(통계) 열을 Sum(합계)로 조
정합니다.

7.

테이블을 미사용 테이블로 잘못 식별하지 않으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
다. 그래프 패널 상단에서 테이블을 평가할 적절한 기간(예: 1개월)을 선택합니다. Custom(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드롭다운에서 1 Months(1개월)를 선택한 다음 Apply(적용)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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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테이블의 그래프로 표시된 지표를 평가하여 사용 중인지 확인하세요. 지표가 0을 초과하면 평가된
기간 동안 테이블이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읽기와 쓰기 모두에 대해 0에 있는 평면 그래프는 미
사용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읽기 트래픽이 포함된 테이블이 표시된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읽기 트래픽이 포함되지 않은 테이블이 표시된 이미지입니다.

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테이블 지표를 보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테이블의 읽기를 평가합니다.
aws cloudwatch get-metric-statistics --metric-name
ConsumedReadCapacityUnits --start-time <start-time> --end-time <endtime> --period <period> --namespace AWS/DynamoDB --statistics Sum -dimensions Name=TableName,Value=<table-name>

테이블을 미사용 테이블로 잘못 식별하지 않으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표를 평가하세요. 적절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범위(예: 30 days(30일))와 적절한 기간(예: 86400)을 선택합니다.
반환된 데이터에서 0보다 큰 모든 합계는 해당 기간 동안 수신된 읽기 트래픽을 평가 중인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다음 결과에는 평가 기간에 읽기 트래픽을 수신한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

},
{

"Timestamp": "2022-08-25T19:40:00Z",
"Sum": 36023355.0,
"Unit": "Count"
"Timestamp": "2022-08-12T19:40:00Z",
"Sum": 38025777.5,
"Uni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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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결과에는 평가 기간에 읽기 트래픽을 수신하지 않은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

},
{

},

2.

“Timestamp”: “2022-08-01T19:50:00Z”,
“Sum”: 0.0,
“Unit”: “Count”
“Timestamp”: “2022-08-20T19:50:00Z”,
“Sum”: 0.0,
“Unit”: “Count”

다음으로 테이블의 쓰기를 평가하세요.
aws cloudwatch get-metric-statistics --metric-name
ConsumedWriteCapacityUnits --start-time <start-time> --end-time <endtime> --period <period> --namespace AWS/DynamoDB --statistics Sum -dimensions Name=TableName,Value=<table-name>

테이블을 미사용 테이블로 잘못 식별하지 않으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
니다. 적절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범위(예: 30 days(30일))와 적절한 기간(예: 86400)을 선택합니
다.
반환된 데이터에서 0보다 큰 모든 합계는 해당 기간 동안 수신된 읽기 트래픽을 평가 중인 테이블을
나타냅니다.
다음 결과에는 평가 기간에 쓰기 트래픽을 수신한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

},
{

},

"Timestamp": "2022-08-19T20:15:00Z",
"Sum": 41014457.0,
"Unit": "Count"
"Timestamp": "2022-08-18T20:15:00Z",
"Sum": 40048531.0,
"Unit": "Count"

다음 결과에는 평가 기간에 쓰기 트래픽을 수신하지 않은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

},
{

},

"Timestamp": "2022-07-31T20:15:00Z",
"Sum": 0.0,
"Unit": "Count"
"Timestamp": "2022-08-19T20:15:00Z",
"Sum": 0.0,
"Unit": "Count"

미사용 테이블 리소스 정리
미사용 테이블 리소스를 식별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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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미사용 테이블을 식별했지만 나중에 액세스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온디
맨드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을 완전히 백업하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
다.
용량 모드
DynamoDB는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 읽기, 쓰기 및 저장에 대한 요금을 청구합니다.
DynamoDB에는 테이블에서 읽기 및 쓰기 처리를 위한 특정 결제를 위한 두 가지 용량 모드 (p. 15)가 있습니
다. 읽기/쓰기 용량 모드는 읽기 및 쓰기 처리량에 대한 청구 방법과 용량 관리 방법을 제어합니다.
온디맨드 모드 테이블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읽기 및 쓰기 처리량을 지정할 필요
가 없습니다. DynamoDB에서는 읽기 요청 단위 및 쓰기 요청 단위의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에서
수행하는 읽기 및 쓰기에 대해 요금이 부과됩니다. 테이블/인덱스에 활동이 없는 경우 처리량(throughput)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지만 스토리지 요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테이블 클래스
DynamoDB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두 가지 테이블 클래스 (p. 20)도 제공합니다. DynamoDB
Standard 테이블 클래스가 기본값이며 대다수의 워크로드에 권장됩니다. DynamoDB Standard-Infrequent
Access(DynamoDB Standard-IA) 테이블 클래스는 스토리지 비용이 많이 드는 테이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
다.
테이블이나 인덱스에 활동이 없는 경우 스토리지가 주요 비용이 될 수 있으며 테이블 클래스를 변경하면 상
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 삭제
미사용 테이블을 발견하여 삭제하려는 경우 먼저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AWS Backup을 통해 수행된 백업은 콜드 스토리지 계층화를 활용하여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을 통해 백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DynamoDB와 함께 DynamoDB에서 AWS
Backup 사용 (p. 630) 설명서를 참조하고, 수명 주기를 사용하여 백업을 콜드 스토리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백업 관리 계획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또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S3로 내보내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Amazon S3 S3로 내보
내기 (p. 1255)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데이터를 내보낸 후 S3 Glacier Instant Retrieval, S3 Glacier Flexile
Retrieval 또는 S3 Glacier Deep Archive를 활용하여 비용을 더욱 절감하려면 스토리지 수명 주기 관리를 참
조하세요.
테이블을 백업한 후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 테이블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GSI 리소스 식별
미사용 글로벌 보조 서버를 식별하는 단계는 사용하지 않는 테이블을 식별하는 단계와 유사
합니다. DynamoDB는 기본 테이블에 작성된 항목에 GSI의 파티션 키로 사용되는 속성이 포
함된 경우 해당 항목을 GSI로 복제하므로 기본 테이블이 사용 중인 경우 사용하지 않은 GSI의
ConsumedWriteCapacityUnits 0보다 클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GSI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onsumedReadCapacityUnits 지표만 평가하게 됩니다.
AWS AWS CLI를 통해 테이블 지표를 보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watch get-metric-statistics --metric-name
ConsumedReadCapacityUnits --start-time <start-time> --end-tim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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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period <period> --namespace AWS/DynamoDB --statistics Sum -dimensions Name=TableName,Value=<table-name>
Name=GlobalSecondaryIndexName,Value=<index-name>

테이블을 미사용 테이블로 잘못 식별하지 않으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표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
한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범위(예: 30 days(30일))와 적절한 기간(예: 86400)을 선택합니다.
반환된 데이터에서 0보다 큰 모든 합계는 해당 기간 동안 수신된 읽기 트래픽을 평가 중인 테이블을 나타냅
니다.
다음 결과에는 평가 기간에 읽기 트래픽을 수신한 GSI가 표시됩니다.
{

"Timestamp": "2022-08-17T21:20:00Z",
"Sum": 36319167.0,
"Unit": "Count"
},
{
"Timestamp": "2022-08-11T21:20:00Z",
"Sum": 1869136.0,
"Unit": "Count"
},

다음 결과에는 평가 기간에 최소 읽기 트래픽을 수신한 GSI가 표시됩니다.
{

"Timestamp": "2022-08-28T21:20:00Z",
"Sum": 0.0,
"Unit": "Count"
},
{
"Timestamp": "2022-08-15T21:20:00Z",
"Sum": 2.0,
"Unit": "Count"
},

다음 결과에는 평가 기간에 읽기 트래픽을 전혀 수신하지 않은 GSI가 표시됩니다.
{

"Timestamp": "2022-08-17T21:20:00Z",
"Sum": 0.0,
"Unit": "Count"
},
{
"Timestamp": "2022-08-11T21:20:00Z",
"Sum": 0.0,
"Unit": "Count"
},

미사용 GSI 리소스 정리
미사용 GSI를 식별한 경우 삭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GSI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기본 테이블에도 있으
므로 GSI를 삭제하기 전에 추가 백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GSI가 다시 필요할 경우 테이블에 다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GSI를 확인했다면 삭제하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변경을 고려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ynamoDB 스캔은 많은 양의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주 사용하지 않
아야 하지만 지원하는 액세스 패턴이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경우 GSI보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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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빈번하지 않은 액세스 패턴을 지원하기 위해 GSI가 필요한 경우 더 제한된 속성 세트를 프로젝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빈번하지 않은 액세스 패턴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 테이블에 대한 후속 쿼리가 필
요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스토리지 및 쓰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사용 글로벌 테이블 정리
Amazon DynamoDB 글로벌 테이블은 복제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여 관리하지 않고도 다중 리전의 다중 활성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테이블은 재해 복구를 위한 보조 영역은 물론 사용자와 가까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지연 시간을 줄
이는 데 적합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리소스에 글로벌 테이블 옵션을 활성화했지만 재해 복구 전
략의 일부가 아닌 경우, CloudWatch 지표를 평가하여 두 복제본 모두 읽기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
는지 확인하세요. 한 복제본이 읽기 트래픽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리소스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테이블이 재해 복구 전략의 일부인 경우 활성/대기 패턴에서는 읽기 트래픽을 수신하지 않는 하나의
복제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백업 또는 시점 복구(PITR) 제거
DynamoDB는 두 가지 백업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시점 복구는 35일간 연속 백업을 제공하여 실수로 쓰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며, 온디맨드 백업은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백업 모두 비용이 발생합니다.
테이블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백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DynamoDB에 대한 온디맨
드 백업 및 복원 사용 (p. 629) 및 DynamoDB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 (p. 650)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최적이 아닌 사용 패턴이 있는지 확인
최적이 아닌 테이블 사용 패턴은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사용 패턴이 적용되는지 평가하세요.
• 강력히 일관된 읽기 작업만 수행
최종 읽기 일관성(기본값)의 경우 4kb당 0.5(1/2) RCU/RRU를 사용합니다. 강력히 일관된 읽기는 4kb당 1
RCU/RRU를 소비하며, 이는 최종 읽기 일관성의 두 배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오래된 데이터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RC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읽기 용량 단위 및 쓰기
용량 단위 (p. 18)를 참조하세요.
• 모든 읽기 작업에 트랜잭션 사용
트랜잭션 읽기(TransactReadItems 및 PartiQL ExecuteTransaction API 사용)는 4KB 읽기당 2
RCU/RRU를 소비하며, 이는 강력히 일관된 읽기 비용의 2배, 최종 읽기 일관성 비용의 4배입니다. 애플
리케이션이 읽는 모든 항목에 대해 전체 일관성을 요구하거나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트랜잭
션 읽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버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Transactions: 작동 방
식 (p. 56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쓰기 작업에 트랜잭션 사용
트랜잭션 쓰기(TransactWriteItems 및 PartiQL ExecuteTransaction API 사용)는 1KB 쓰기당 2
WCU를 소비하며, 이는 표준 쓰기 용량의 두 배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쓰는 모든 항목에 대해 전체 원자
성을 요구하거나 원자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트랜잭션 쓰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버전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Transactions: 작동 방식 (p. 56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분석 작업을 위한 테이블 스캔
테이블 스캔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면 테이블에서 읽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므로 비용
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Amazon S3로 내보내기 (p. 1255) 기능을 사용하여 테이블 데이터
를 내보내고 대신 Amazon S3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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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3로 내보내기를 사용하려면 테이블에 대해 DynamoDB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 (p. 650)가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 TTL(Time-to-Live)을 사용하지 않음
테이블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면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TTL(Time-to-Live) 기능 (p. 375)은 테이블에서 항목을 자동으로 삭제하여 추가 쓰기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
고 스토리지 비용을 줄입니다.
• 장기 백업을 웜 스토리지에 보관
AWS Backup은 DynamoDB 백업을 위한 콜드 스토리지 계층을 제공하므로 장기 백업 데이터의 백업 스
토리지 비용을 최대 66%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은 또한 수명 주기 기능을 제공하며 AWS
Backup에서 생성된 백업은 비용 최적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 태그 (p. 1201)를 상속합니다.

Note
사용을 시작하려면 먼저 AWS Backup 서비스에서 액세스 관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단일 리전의 재해 복구에 글로벌 테이블 사용
단일 주 리전의 재해 복구에만 글로벌 테이블 복제본을 사용하고 Recovery Point Objective(RPO) 및
Recovery Time Objective(RTO) 목표를 시간 또는 일 단위로 측정하는 경우 복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
로벌 테이블의 짧은 지연 시간 복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에 AWS Backup을
사용하고 AWS Backup의 액세스 관리 교차 리전 복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이 아닌 테이블 사용 패턴을 식별하는 방법
• 강력히 일관된 읽기만 사용
강력히 일관된 읽기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워크플로에 필요한지 개발자에게 문의하세요.
• 모든 작업에 트랜잭션 사용
CloudWatch를 확인하고 작업을 필터링하여 TransactGetItem 및 TransactWriteItem 요청을 확인
합니다. 차트를 전체 테이블 사용률과 비교해 봅니다. 차트가 동일하게 보이면 모든 것이 트랜잭션으로 수
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배치 작업을 위한 테이블 스캔
DynamoDB 데이터를 S3로 내보내고 대신 S3 데이터에 대한 스캔 작업을 수행합니다.
• TTL(Time-to-Live)을 사용하지 않음
항목 구조에 TTL을 구현하고(TTL은 무료임) 필요 없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제거합니다.
• AWS Backup과 DynamoDB Backup을 사용하지 않음
AWS Backup 서비스를 선택하고 DynamoDB Backup 대신 AWS Backup으로 데이터 백업을 시작합니다.
• 허용 가능한 Recovery Point Objective(RPO) 및 Recovery Time Objective(RTO) 요구 사항이 높은 데이터
복제에 글로벌 테이블 사용
글로벌 테이블 사용을 점검하여 해당 테이블이 원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 복제에만 사
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글로벌 테이블은 낮은 RTO및 RPO를 제공합니다. 보다 유연한 RTO 및 RPO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더 저렴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비용을 낮출 수 있는지 확인
DynamoDB Streams에 대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 캡처는 항목 수정 사항을 스트림 레코드로 캡처합니
다. AWS OpenSearch로 인덱싱하여 데이터를 검색 가능하게 하거나 Amazon Redshift에서 분석을 위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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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집계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스트림 레코드를 처리하도록 Lambda 함수를 트리거하는 이벤
트 소스로 DynamoDB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가 DynamoDB 항목 변경 사항 중 일부만 처리하면 되는 경우 모든 스트림 이벤트 대신 특정 이
벤트에 대해 Lambda 함수를 트리거하도록 이벤트 필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Lambda 호출 수
가 줄어들어 Lambda 비용이 절감됩니다.

Note
이러한 비용 최적화 방식은 DynamoDB가 아닌 Lambda 서비스의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스트림 사용량을 평가하여 이벤트별로 필터링하는 방법
필요한 이벤트에 대해서만 Lambda 함수를 트리거하도록 Lambda 이벤트 필터 패턴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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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를 다른 AWS 서비스와 통
합
Amazon DynamoDB는 다른 AWS 서비스와 통합되어 반복 태스크를 자동화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예:
주제
• Amazon Cognito를 사용하여 파일에서 AWS 보안 인증 정보 구성 (p. 1218)
• DynamoDB에서 Amazon Redshift로 데이터 로드 (p. 1219)
• Amazon EMR의 Apache Hive로 DynamoDB 데이터 처리 (p. 1220)
• Amazon S3와 통합 (p. 1244)

Amazon Cognito를 사용하여 파일에서 AWS 보안 인
증 정보 구성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용 AWS 자격 증명을 얻으려면 Amazon Cognito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Cognito를 사용하면 파일에서 AWS 자격 증명을 하드 코딩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및 미인증 사용자를 위한 임시 자격 증명
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Cognito 미인증 역할을 사용해 Amazon DynamoDB 웹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JavaScript 파일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mazon Cognito와 통합하도록 자격 증명을 구성하려면
1.

인증받지 않은 자격 증명을 허용하는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을 생성합니다.
aws cognito-identity create-identity-pool \
--identity-pool-name DynamoPool \
--allow-unauthenticated-identities \
--output json
{
"IdentityPoolId": "us-west-2:12345678-1ab2-123a-1234-a12345ab12",
"AllowUnauthenticatedIdentities": true,
"IdentityPoolName": "DynamoPool"
}

2.

다음 정책을 myCognitoPolicy.json이라는 파일에 복사합니다. 자격 증명 풀 ID(uswest-2:12345678-1ab2-123a-1234-a12345ab12)를 이전 단계에서 얻은 자체
IdentityPoolId으로 바꿉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Federated": "cognito-identity.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WithWebIdentity",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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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Equals": {
"cognito-identity.amazonaws.com:aud": "us-west-2:12345678-1ab2-123a-1234a12345ab12"
},
"ForAnyValue:StringLike": {
"cognito-identity.amazonaws.com:amr": "unauthenticated"
}
}
}
]
}

3.

IAM 역할을 만들고 이전에 만든 정책을 위임합니다. 이를 통해 Amazon Cognito는
Cognito_DynamoPoolUnauth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가 됩니다.
aws iam create-role --role-name Cognito_DynamoPoolUnauth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PathToFile/myCognitoPolicy.json --output json

4.

관리형 정책(AmazonDynamoDBFullAccess)을 연결함으로써 DynamoDB에 대한 모든 액세스 권한을
Cognito_DynamoPoolUnauth 역할에 부여합니다.
aws iam attach-role-policy --policy-arn arn:aws:iam::aws:policy/
AmazonDynamoDBFullAccess \
--role-name Cognito_DynamoPoolUnauth

Note
다른 방식으로 DynamoDB에 대해 세분화된 액세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구현을 참조하세요.
5.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가져와 복사합니다.
aws iam get-role --role-name Cognito_DynamoPoolUnauth --output json

6.

자격 증명 풀에 DynamoPool역할Cognito_DynamoPoolUnauth을 추가합니다. 지정할 형식은
KeyName=string입니다. 여기서 KeyName는 unauthenticated이고 문자열은 이전 단계에서 얻은
역할 ARN입니다.
aws cognito-identity set-identity-pool-roles \
--identity-pool-id "us-west-2:12345678-1ab2-123a-1234-a12345ab12" \
--roles unauthenticated=arn:aws:iam::123456789012:role/Cognito_DynamoPoolUnauth -output json

7.

파일에서 Amazon Cognito 자격 증명을 지정합니다. IdentityPoolId및 RoleArn을 적절하게 변경합
니다.
AWS.config.credentials = new AWS.CognitoIdentityCredentials({
IdentityPoolId: "us-west-2:12345678-1ab2-123a-1234-a12345ab12",
RoleArn: "arn:aws:iam::123456789012:role/Cognito_DynamoPoolUnauth"
});

이제 Amazon Cognito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DynamoDB 웹 서비스에서 JavaScript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JavaScript 시작 안내서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보안 인증 정보 설정을 참
조하세요.

DynamoDB에서 Amazon Redshift로 데이터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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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edshift는 고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과 강력한 SQL 기반 인터페이스로 Amazon DynamoDB
를 보완합니다. DynamoDB 테이블에서 Amazon Redshift로 데이터를 복사할 때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에 있는 다른 테이블과의 조인을 포함해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데이터 분석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된 처리량과 관련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복사하는 작업은 해당 테이블의 읽기 용량에 포함
됩니다. 데이터가 복사된 후에는 Amazon Redshift의 SQL 쿼리가 DynamoDB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쿼리가 DynamoDB 자체보다는 DynamoDB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작업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려면 먼저 데이터의 대상으로 사용할 Amazon Redshift 테이블을 생
성해야 합니다. NoSQL 환경에서 SQL 환경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며 다른 환경에는 적용되지 않고 하
나의 환경에 적용되는 특정한 규칙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DynamoDB 테이블 이름은 '.'(점) 및 '-'(대시) 문자를 비롯해 최대 255자를 포함할 수 있고 대/소문자를 구
분합니다. Amazon Redshift 테이블 이름은 127자로 제한되고 점이나 대시를 포함할 수 없으며 대/소문자
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이블 이름이 Amazon Redshift 예약어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 DynamoDB에서는 SQL의 NULL 개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mazon Redshift에서 DynamoDB의 빈 속성
값을 NULL이나 빈 필드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 DynamoDB 데이터 형식이 Amazon Redshift 데이터 형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Amazon
Redshift에 있는 각 열이 DynamoDB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과 크기가 적합해야 합니
다.
다음은 Amazon Redshift SQL의 COPY 명령 예제입니다.
copy favoritemovies from 'dynamodb://my-favorite-movies-table'
credentials 'aws_access_key_id=<Your-Access-Key-ID>;aws_secret_access_key=<Your-SecretAccess-Key>'
readratio 50;

이 예제에서 DynamoDB의 소스 테이블은 my-favorite-movies-table이고, Amazon Redshift의 대상
테이블은 favoritemovies입니다. readratio 50 절은 사용하는 프로비저닝 처리량의 백분율을 조절합
니다. 이 경우 my-favorite-movies-table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 단위의 50% 이내가 COPY
명령에 사용됩니다. 사용되지 않는 프로비저닝 처리량 미만의 값으로 이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DynamoDB에서 Amazon Redshift로 데이터를 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Amazon Redshift 데이
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의 다음 단원을 참조하세요.
•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터 로드
• COPY 명령
• COPY 예제

Amazon EMR의 Apache Hive로 DynamoDB 데이터
처리
Amazon DynamoDB는 Amazon EMR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 애플리케이션인 Apache Hive와 통
합됩니다. Hive는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 유사 SQL 언어(HiveQL)를 사용한 실시간 DynamoDB 데이터 쿼리
•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에서 Amazon S3 버킷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복사
•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에서 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HDFS)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복사
• DynamoDB 테이블에서 조인 작업을 수행
주제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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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p. 1221)
•
•
•
•
•

자습서: Amazon DynamoDB 및 Apache Hive 작업 (p. 1221)
Hive에서 외부 테이블 생성 (p. 1227)
HiveQL 문 처리 (p. 1229)
DynamoDB의 데이터 쿼리 (p. 1230)
Amazon DynamoDB 간 데이터 복사 (p. 1232)

• 성능 튜닝 (p. 1241)

개요
Amazon EMR은 대량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Amazon EMR을 사용하려면 Hadoop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의 관리형 클
러스터를 시작합니다. Hadoop은 MapReduce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알고리즘
에서는 단일 작업이 클러스터 안의 여러 노드로 매핑됩니다. 각 코드는 지정된 작업을 다른 노드와 병렬로 처
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출력이 단일 노드로 환원되어 최종 결과를 생성합니다.
Amazon EMR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 클러스터는 사용자가 종료할 때까지 실행됩니다. 지속적 클러스터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
징 또는 기타 대화식 용도에 적합합니다.
• 일시적 클러스터는 한 작업 플로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실행된 후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일시
적 클러스터는 스크립트 실행과 같은 주기적인 처리 작업에 적합합니다.
Amazon EMR 아키텍처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Amazon EMR 클러스터를 시작할 때 Amazon EC2 인스턴스의 초기 수와 유형을 지정합니다. 또한 해당 클
러스터에서 실행할 (Hadoop 이외의) 다른 분산 애플리케이션도 지정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Hue, Mahout, Pig, Spark 등이 있습니다.
Amazon EMR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릴리즈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클러스터 구성에 따라 다음 유형의 노드가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 리더 노드 - 클러스터를 관리하여 코어 및 태스크 인스턴스 그룹으로 MapReduce 실행 파일 및 원시 데이
터 하위 집합의 배포를 조정합니다. 또한 수행되는 각 작업의 상태를 추적하고 인스턴스 그룹의 상태를 모
니터링합니다. 클러스터에는 리더 노드가 한 개만 있습니다.
• 코어 노드 - MapReduce 작업을 실행하고 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HDFS)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합
니다.
• 작업 노드(선택 사항) - MapReduce 작업을 실행합니다.

자습서: Amazon DynamoDB 및 Apache Hive 작업
이 자습서에서는 Amazon EMR 클러스터를 시작한 다음 Apache Hive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 저
장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Hive는 여러 소스의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Hadoop용 데이터 웨어하우스 애플리케이션입
니다. Hive는 SQL과 유사한 언어인 HiveQL을 제공합니다. 이 언어를 사용하면 Amazon EMR 클러스터에 로
컬로 저장된 데이터 또는 외부 데이터 원본(예: Amazon DynamoDB)에 저장된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ive Tutorial을 참조하세요.
주제
• 시작하기 전에 (p.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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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Amazon EC2 키 페어 생성 (p. 1222)
• 2단계: Amazon EMR 클러스터 시작 (p. 1222)
• 3단계: 리더 노드에 연결 (p. 1223)
• 4단계: HDFS로 데이터 로드 (p. 1224)
• 5단계: DynamoDB로 데이터 복사 (p. 1225)
• 6단계: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 쿼리 (p. 1226)
• 7단계: (선택 사항) 정리 (p. 1227)

시작하기 전에
이 자습서를 이해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AWS 계정. 계정이 없을 경우 AWS에 가입 (p. 55) 단원을 참조하세요.
• SSH 클라이언트(Secure Shell).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Amazon EMR 클러스터의 리더 노드에 연결
하고 대화형 명령을 실행합니다. SSH 클라이언트는 대부분의 Linux, Unix 및 Mac OS X 설치 시 기본적으
로 사용됩니다. Windows 사용자는 SSH가 지원되는 PuTTY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
1단계: Amazon EC2 키 페어 생성 (p. 1222)

1단계: Amazon EC2 키 페어 생성
이 단계에서는 Amazon EMR 리더 노드에 연결하고 Hive 명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Amazon EC2 키 페어
를 생성합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
솔을 엽니다.

2.

리전을 선택합니다(예: US West (Oregon)). 이 리전은 DynamoDB 테이블이 있는 리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3.

탐색 창에서 [Key Pairs]를 선택합니다.

4.

키 페어 생성(Create Key Pair)을 선택합니다.

5.

Key pair name에서 키 페어의 이름(예: mykeypair)을 입력한 다음 Create를 선택합니다.

6.

프라이빗 키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 이름은 .pem으로 끝납니다(mykeypair.pem 등). 프라이빗
키 파일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 키 페어를 사용하여 시작한 모든 Amazon EMR 클러스터에 액세
스하는 데 필요합니다.

Important
키 페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Amazon EMR 클러스터의 리더 노드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키 페어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키
페어를 참조하세요.
다음 단계
2단계: Amazon EMR 클러스터 시작 (p. 1222)

2단계: Amazon EMR 클러스터 시작
이 단계에서는 Amazon EMR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시작합니다. Hive와 DynamoDB용 스토리지 핸들러는 이
미 클러스터에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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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console.aws.amazon.com/elasticmapreduce/에서 Amazon EMR 콘솔을 엽니다.

2.

Create Cluster를 선택합니다.

3.

Create Cluster - Quick Options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Cluster name에 클러스터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My EMR cluster).

b.

EC2 key pair에서 앞서 생성한 키 페어를 선택합니다.

기타 설정은 기본값을 유지합니다.
4.

클러스터 생성(Create cluster)을 선택합니다.

클러스터를 시작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mazon EMR 콘솔의 Cluster Details(클러스터 세부 정
보)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Waiting 상태로 변경된 이후에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로그 파일 및 Amazon S3
Amazon EMR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상태 정보와 디버깅 정보를 포함하는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Create
Cluster - Quick Options(클러스터 생성 - 빠른 옵션)의 기본 설정에는 Amazon EMR 로깅 설정이 포함됩니다.
없는 경우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Amazon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버킷 이름은 awslogs-account-id-region이며, 여기에서 account-id는 AWS 계정 번호, region은 클러스터를 시작
한 리전입니다(예: aws-logs-123456789012-us-west-2).

Note
Amazon S3 콘솔을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
드의 로그 파일 보기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버킷을 로깅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킷을 Hive 스크립트를 저장하기 위한 위치
로 사용하거나 Amazon DynamoDB에서 Amazon S3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3단계: 리더 노드에 연결 (p. 1223)

3단계: 리더 노드에 연결
Amazon EMR 클러스터의 상태가 Waiting으로 바뀌면 SSH를 사용하여 리더 노드에 연결하여 명령줄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Amazon EMR 콘솔에서 상태를 볼 클러스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2.

Cluster Details(클러스터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Leader public DNS(리더 퍼블릭 DNS) 필드를 찾습니
다. 이 필드는 Amazon EMR 클러스터 리더 노드의 퍼블릭 DNS 이름입니다.

3.

DNS 이름 오른쪽에서 SSH 링크를 선택합니다.

4.

SSH를 사용하여 리더 노드에 연결의 지침을 따릅니다.
운영 체제에 따라 Windows 탭 또는 Mac/Linux 탭을 선택하고 리더 노드를 연결하는 지침을 따릅니다.

SSH 또는 PuTTY를 사용하여 리더 노드에 연결되면 다음과 비슷한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hadoop@ip-192-0-2-0 ~]$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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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HDFS로 데이터 로드 (p. 1224)

4단계: HDFS로 데이터 로드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파일을 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HDFS)으로 복사한 후 해당 데이터 파일로 매핑되는
외부 Hive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샘플 데이터 다운로드
1.

샘플 데이터 아카이브(features.zip)를 다운로드합니다.
wget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samples/
features.zip

2.

아카이브에서 features.txt 파일을 추출합니다.
unzip features.zip

3.

features.txt 파일의 처음 몇 줄을 확인합니다.
head features.txt

결과가 다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1535908|Big Run|Stream|WV|38.6370428|-80.8595469|794
875609|Constable Hook|Cape|NJ|40.657881|-74.0990309|7
1217998|Gooseberry Island|Island|RI|41.4534361|-71.3253284|10
26603|Boone Moore Spring|Spring|AZ|34.0895692|-111.410065|3681
1506738|Missouri Flat|Flat|WA|46.7634987|-117.0346113|2605
1181348|Minnow Run|Stream|PA|40.0820178|-79.3800349|1558
1288759|Hunting Creek|Stream|TN|36.343969|-83.8029682|1024
533060|Big Charles Bayou|Bay|LA|29.6046517|-91.9828654|0
829689|Greenwood Creek|Stream|NE|41.596086|-103.0499296|3671
541692|Button Willow Island|Island|LA|31.9579389|-93.0648847|98

features.txt 파일에는 미국 지명위원회(http://geonames.usgs.gov/domestic/download_data.htm)의
데이터의 하위 집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행의 필드는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지형 ID(고유 식별자)
• 이름
• 클래스(호수, 산림, 강 등)
• 시/도
• 위도(각도)
• 경도(각도)
• 고도(피트)
4.

명령 프롬프트에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hive

5.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바뀝니다. hive>
다음 HiveQL 문을 입력하여 고유 Hive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REATE TABLE hive_features
(feature_id
feature_name

BIGINT,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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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_class
STRING ,
state_alpha
STRING,
prim_lat_dec
DOUBLE ,
prim_long_dec
DOUBLE ,
elev_in_ft
BIGINT)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
LINES TERMINATED BY '\n';

6.

다음 HiveQL 문을 입력하여 테이블에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LOAD DATA
LOCAL
INPATH './features.txt'
OVERWRITE
INTO TABLE hive_features;

7.

이제 고유 Hive 테이블에 features.txt 파일 데이터가 채워졌습니다. 확인하려면 다음 HiveQL 문을
입력합니다.
SELECT state_alpha, COUNT(*)
FROM hive_features
GROUP BY state_alpha;

출력에 주 목록과 각 주의 지형 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
5단계: DynamoDB로 데이터 복사 (p. 1225)

5단계: DynamoDB로 데이터 복사
이 단계에서는 Hive 테이블(hive_features)의 데이터를 DynamoDB의 새 테이블로 복사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Create Table(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3.

Create DynamoDB table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테이블에 Features를 입력합니다.

b.

기본 키의 파티션 키 필드에 Id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형식을 [Number]로 설정합니다.
Use Default Settings를 지웁니다. Provisioned Capacity에 대해 다음을 입력합니다.
• 읽기 용량 단위 - 10
• 쓰기 용량 단위 - 10

생성(Create)을 선택합니다.
4.

Hive 프롬프트에서 다음 HiveQL 문을 입력합니다.
CREATE EXTERNAL TABLE ddb_features
(feature_id
BIGINT,
feature_name STRING,
feature_class STRING,
state_alpha
STRING,
prim_lat_dec DOUBLE,
prim_long_dec DOUBLE,
elev_in_ft
BIG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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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ED BY 'org.apache.hadoop.hive.dynamodb.DynamoDBStorageHandler'
TBLPROPERTIES(
"dynamodb.table.name" = "Features",

"dynamodb.column.mapping"="feature_id:Id,feature_name:Name,feature_class:Class,state_alpha:State,p
);

이제 Hive와 DynamoDB의 Features 테이블에 사이에 매핑이 설정되었습니다.
5.

다음 HiveQL 문을 입력하여 DynamoDB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ddb_features
SELECT
feature_id,
feature_name,
feature_class,
state_alpha,
prim_lat_dec,
prim_long_dec,
elev_in_ft
FROM hive_features;

Hive가 MapReduce 작업을 제출하고, Amazon EMR 클러스터가 작업을 처리합니다. 작업을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DynamoDB에 데이터가 로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

DynamoDB 콘솔 탐색 창에서 Tables(테이블)를 선택합니다.

b.

Features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Items 탭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봅니다.

다음 단계
6단계: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 쿼리 (p. 1226)

6단계: DynamoDB 테이블의 데이터 쿼리
이 단계에서는 HiveQL을 사용하여 DynamoDB에서 Features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다음 Hive 쿼리를 시도
해 보세요.
1.

알파벳 순으로 모든 지형 유형(feature_class):
SELECT DISTINCT feature_class
FROM ddb_features
ORDER BY feature_class;

2.

"M"으로 시작하는 모든 호수:
SELECT feature_name, state_alpha
FROM ddb_features
WHERE feature_class = 'Lake'
AND feature_name LIKE 'M%'
ORDER BY feature_name;

3.

고도가 1마일(5,280피트) 이상인 지형이 3개 이상인 주:
SELECT state_alpha, feature_class, COUNT(*)
FROM ddb_features
WHERE elev_in_ft > 5280
GROUP by state_alpha, feature_class
HAVING COUN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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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BY state_alpha, feature_class;

다음 단계
7단계: (선택 사항) 정리 (p. 1227)

7단계: (선택 사항) 정리
이제 자습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단원을 계속 읽으면서 Amazon EMR에서의 DynamoDB 데이터 작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Amazon EMR 클러스터를 계속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클러스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클러스터를 종료하고 관련 리소스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리소스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Amazon EMR 클러스터를 종료합니다.

2.

a.

https://console.aws.amazon.com/elasticmapreduce/에서 Amazon EMR 콘솔을 엽니다.

b.

Amazon EMR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Terminate(종료)를 선택한 다음 확인합니다.

DynamoDB에서 Features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3.

a.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b.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c.

Features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Actions 메뉴에서 Delete Table을 선택합니다.

Amazon EMR 로그 파일을 포함하는 Amazon S3 버킷을 삭제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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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버킷 목록에서 aws-logs- accountID-region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accountID는 AWS 계정
번호이고, region은 클러스터를 시작한 리전입니다.

c.

Action 메뉴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Hive에서 외부 테이블 생성
자습서: Amazon DynamoDB 및 Apache Hive 작업 (p. 1221)에서 DynamoDB 테이블로 매핑된 외부 Hive 테
이블을 생성했습니다. 외부 테이블에 대해 HiveQL 문을 실행했을 때 읽기 및 쓰기 작업이 DynamoDB 테이블
로 전달되었습니다.
외부 테이블을 다른 위치에서 관리 및 저장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포인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데이터 원본은 DynamoDB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이미 있어야 합니다. Hive 내부에서 DynamoDB 테
이블을 생성,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습니다.) CREATE EXTERNAL TABLE 문을 사용하여 외부 테이블을 생
성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Hive 내부에 로컬로 저장된 것처럼 HiveQL을 사용하여 DynamoDB 내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Note
INSERT 문을 사용하여 외부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고, SELECT 문을 사용하여 외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PDATE 또는 DELETE 문을 사용하여 테이블 내 데이터를 조
작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외부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DROP TABLE 문을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ROP
TABLE 문은 Hive 내 외부 테이블만 제거합니다. 기본 DynamoDB 테이블 또는 그 안의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주제
• CREATE EXTERNAL TABLE 구문 (p.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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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형식 매핑 (p. 1228)

CREATE EXTERNAL TABLE 구문
다음은 DynamoDB 테이블로 매핑되는 외부 Hive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HiveQL 구문입니다.
CREATE EXTERNAL TABLE hive_table
(hive_column1_name hive_column1_datatype, hive_column2_name hive_column2_datatype...)
STORED BY 'org.apache.hadoop.hive.dynamodb.DynamoDBStorageHandler'
TBLPROPERTIES (
"dynamodb.table.name" = "dynamodb_table",
"dynamodb.column.mapping" =
"hive_column1_name:dynamodb_attribute1_name,hive_column2_name:dynamodb_attribute2_name..."
);

행 1은 CREATE EXTERNAL TABLE 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생성하려는 Hive 테이블(hive_table)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행 2는 hive_table의 열 및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DynamoDB 테이블의 속성에 해당하는 열 및 데이터 형
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행 3은 STORED BY 절입니다. 여기서 Hive와 DynamoDB 테이블 사이의 데이
터 관리를 처리하는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DynamoDB의 경우 STORED BY를
'org.apache.hadoop.hive.dynamodb.DynamoDBStorageHandler'로 설정해야 합니다.
행 4는 TBLPROPERTIES 절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서 DynamoDBStorageHandler에 대해 다음 파라미터
를 정의합니다.
• dynamodb.table.name - DynamoDB 테이블의 이름
• dynamodb.column.mapping - Hive 테이블의 열 이름과 해당하는 DynamoDB 테이블 속성의 쌍. 각 쌍
은 hive_column_name:dynamodb_attribute_name 형식이며 쉼표로 구분됩니다.
다음을 참조하세요.
• Hive 테이블 이름이 DynamoDB 테이블 이름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 Hive 테이블 열 이름이 DynamoDB 테이블의 열 이름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 dynamodb.table.name에서 지정된 테이블이 DynamoDB에 존재해야 합니다.
• 대상 dynamodb.column.mapping:
• DynamoDB 테이블의 키 스키마 속성을 매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티션 키와 정렬 키(있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DynamoDB 테이블의 키가 아닌 속성을 매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Hive 테이블을 쿼리할 때 이들
속성의 데이터는 볼 수 없게 됩니다.
• Hive 테이블 열과 DynamoDB 속성의 데이터 형식이 호환되지 않을 경우 Hive 테이블을 쿼리하면 이러
한 열에 NULL이 표시됩니다.

Note
CREATE EXTERNAL TABLE 문은 TBLPROPERTIES 절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dynamodb.table.name 및 dynamodb.column.mapping에 지정한 값은 테이블에 액세스할 때
만 DynamoDBStorageHandler 클래스에 의해 평가됩니다.

데이터 형식 매핑
다음 표에는 DynamoDB 데이터 형식 및 호환 Hvie 데이터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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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데이터 형식

Hive 데이터 형식

문자열

STRING

숫자

BIGINT 또는 DOUBLE

이진수

BINARY

문자열 집합

ARRAY<STRING>

숫자 집합

ARRAY<BIGINT> 또는 ARRAY<DOUBLE>

이진수 집합

ARRAY<BINARY>

Note
다음 DynamoDB 데이터 형식은 DynamoDBStorageHandler 클래스에서 지원하지 않으므로
dynamodb.column.mapping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맵
• 목록
• 부울
• Null
숫자 형식의 DynamoDB 속성을 매핑하기 원할 경우 적절한 Hive 형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Hive BIGINT 형식은 부호 있는 8바이트 정수입니다. Java의 long 데이터 형식과 동일합니다.
• Hive DOUBLE 형식은 8비트 배정밀도 부동 소수점 수입니다. Java의 double 형식과 동일합니다.
선택한 Hive 데이터 형식보다 정밀도가 높은 수치 데이터가 DynamoDB에 저장된 경우 DynamoDB 데이터에
액세스하면 정밀도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진수 형식의 데이터를 DynamoDB에서 (Amazon S3) 또는 HDFS로 내보낼 경우 데이터는 Base64로 인코
딩된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Amazon S3 또는 HDFS에서 DynamoDB 이진수 형식으로 가져올 경우
데이터가 Base64 문자열로 인코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iveQL 문 처리
Hive는 MapReduce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괄 처리 중심 프레임워크인 Hadoop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
션입니다. HiveQL 문을 실행하면 Hive가 결과를 즉시 반환할 수 있는지 또는 MapReduce 작업을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ddb_features 테이블을 고려해 봅니다(자습서: Amazon DynamoDB 및 Apache Hive 작
업 (p. 1221) 참조). 다음 Hive 쿼리는 주 약어와 각 주의 산정 수를 표시합니다.
SELECT state_alpha, count(*)
FROM ddb_features
WHERE feature_class = 'Summit'
GROUP BY state_alpha;

Hive는 결과를 즉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신, MapReduce 작업을 제출하고, Hadoop 프레임워크가 이 작업
을 처리합니다. Hive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했다가 쿼리 결과를 표시합니다.
A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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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
AR 2
AZ 3
CA 7
CO 2
CT 2
ID 1
KS 1
ME 2
MI 1
MT 3
NC 1
NE 1
NM 1
NY 2
OR 5
PA 1
TN 1
TX 1
UT 4
VA 1
VT 2
WA 2
WY 3
Time taken: 8.753 seconds, Fetched: 25 row(s)

작업 모니터링 및 취소
Hive는 Hadoop 작업을 시작하면 해당 작업의 출력을 표시합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 완료 상태가
업데이트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상태가 장시간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당된 읽기 용량 설정이
낮은 대규모 DynamoDB 테이블을 쿼리하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작업을 완료 전에 취소해야 할 경우 언제든지 Ctrl+C를 입력하면 됩니다.

DynamoDB의 데이터 쿼리
다음 예제에서는 HiveQL을 사용하여 DynamoDB에 저장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 줍
니다.
이러한 예제에서는 자습서(5단계: DynamoDB로 데이터 복사 (p. 1225))의 ddb_features 테이블을 참조합니
다.
주제
• 집계 함수 사용 (p. 1230)
• GROUP BY 및 HAVING 절 사용 (p. 1231)
• 두 DynamoDB 테이블 조인 (p. 1231)
• 서로 다른 소스의 테이블 조인 (p. 1231)

집계 함수 사용
HiveQL은 데이터 값을 요약하기 위한 내장 함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MAX 함수를 사용하여 선택한 열에
서 최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콜로라도 주에서 가장 높은 지형의 고도를 반환합니다.
SELECT MAX(elev_in_ft)
FROM ddb_features
WHERE state_alpha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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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BY 및 HAVING 절 사용
GROUP BY 절을 사용하여 여러 레코드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절은 종종 SUM, COUNT, MIN,
MAX와 같은 집계 함수와 함께 사용됩니다. 또한 HAVING 절을 사용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결과를
모두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ddb_features 테이블에서 5개 이상의 지형이 있는 주에서 최고 고도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SELECT state_alpha, max(elev_in_ft)
FROM ddb_features
GROUP BY state_alpha
HAVING count(*) >= 5;

두 DynamoDB 테이블 조인
다음은 다른 Hive 테이블(east_coast_states)을 DynamoDB의 테이블로 매핑하는 예입니다. SELECT 문은 이
들 두 테이블의 조인입니다. 조인은 클러스터에서 계산되어 반환됩니다. DynamoDB에서는 조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포함하는 EastCoastStates라는 이름의 DynamoDB 테이블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StateName

StateAbbrev

Maine
New Hampshire
Massachusetts
Rhode Island
Connecticut
New York
New Jersey
Delaware
Maryland
Virgin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Florida

ME
NH
MA
RI
CT
NY
NJ
DE
MD
VA
NC
SC
GA
FL

이 테이블을 east_coast_states라는 Hive 외부 테이블로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REATE EXTERNAL TABLE ddb_east_coast_states (state_name STRING, state_alpha STRING)
STORED BY 'org.apache.hadoop.hive.dynamodb.DynamoDBStorageHandler'
TBLPROPERTIES ("dynamodb.table.name" = "EastCoastStates",
"dynamodb.column.mapping" = "state_name:StateName,state_alpha:StateAbbrev");

다음 조인은 지형이 3개 이상 있는 미국 동부 연안 주를 반환합니다.
SELECT ecs.state_name, f.feature_class, COUNT(*)
FROM ddb_east_coast_states ecs
JOIN ddb_features f on ecs.state_alpha = f.state_alpha
GROUP BY ecs.state_name, f.feature_class
HAVING COUNT(*) >= 3;

서로 다른 소스의 테이블 조인
다음 예제에서는 s3_east_coast_states가 Amazon S3에 저장된 CSV 파일과 연결된 Hive 테이블입니다.
ddb_features 테이블은 DynamoDB의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다음 예제는 이들 두 테이블을 조인하여 이름이
"New"로 시작하는 주에서 지형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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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external table s3_east_coast_states (state_name STRING, state_alpha STRING)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
LOCATION 's3://bucketname/path/subpath/';

SELECT ecs.state_name, f.feature_name, f.feature_class
FROM s3_east_coast_states ecs
JOIN ddb_features f
ON ecs.state_alpha = f.state_alpha
WHERE ecs.state_name LIKE 'New%';

Amazon DynamoDB 간 데이터 복사
자습서: Amazon DynamoDB 및 Apache Hive 작업 (p. 1221)에서는 고유 Hive 테이블에서 외부 DynamoDB
테이블로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 외부 DynamoDB 테이블을 쿼리했습니다. 이 테이블은 Hive 외부에 존재하
기 때문에 외부 테이블입니다. 여기로 매핑되는 Hive 테이블을 삭제하더라도 DynamoDB 내 테이블은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
Hive는 DynamoDB 테이블, Amazon S3 버킷, 고유 Hive 테이블 및 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HDFS) 사이에
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솔루션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예를 제공합니다.
주제
• DynamoDB와 고유 Hive 테이블 간 데이터 복사 (p. 1232)
• DynamoDB와 Amazon S3 간 데이터 복사 (p. 1233)
• DynamoDB와 HDFS 간 데이터 복사 (p. 1237)
• 데이터 압축 사용 (p. 1240)
• 인쇄할 수 없는 UTF-8 문자 데이터 읽기 (p. 1241)

DynamoDB와 고유 Hive 테이블 간 데이터 복사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 데이터를 고유 Hive 테이블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
시점의 데이터 스냅샷이 제공됩니다.
수많은 HiveQL 쿼리를 수행해야 하지만 DynamoDB에서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소비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유 Hive 테이블의 데이터는 DynamoDB 내 데이터의 복사본이고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므
로 쿼리에서 최신 데이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Note
이 단원의 예제는 자습서: Amazon DynamoDB 및 Apache Hive 작업 (p. 1221)의 단계를 완료했고
DynamoDB에 ddb_features라는 외부 테이블이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습니다.

Example DynamoDB에서 고유 Hive 테이블로
다음과 같이 고유 Hive 테이블을 생성하여 ddb_features로부터 데이터를 채울 수 있습니다
CREATE TABLE features_snapshot AS
SELECT * FROM ddb_features;

그런 다음 언제라도 데이터를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features_snap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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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 FROM ddb_features;

이들 예제에서는 하위 쿼리 SELECT * FROM ddb_features가 ddb_features에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합니
다. 데이터의 하위 집합만 복사하려면 하위 쿼리에 WHERE 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호수 및 산정 속성을 일부만 포함하는 고유 Hive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REATE TABLE lakes_and_summits AS
SELECT feature_name, feature_class, state_alpha
FROM ddb_features
WHERE feature_class IN ('Lake','Summit');

Example 고유 Hive 테이블에서 DynamoDB로
다음 HiveQL 문을 사용하여 고유 Hive 테이블에서 ddb_features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ddb_features
SELECT * FROM features_snapshot;

DynamoDB와 Amazon S3 간 데이터 복사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 Hive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으로 복사할 수 있
습니다.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터 아카이브를 생성하려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ynamoDB
내 테스트 데이터의 기준 집합으로 작업해야 하는 테스트 환경을 가정하겠습니다. 기준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으로 복사한 다음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Amazon S3 버킷에서 DynamoDB로 기준 데
이터를 복원하여 테스트 환경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습서: Amazon DynamoDB 및 Apache Hive 작업 (p. 1221)을 완료했다면 이미 Amazon EMR 로그를 포함
하는 Amazon S3 버킷이 있습니다. 버킷의 루트 경로를 알고 있다면 이 단원의 예제에서 이 버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elasticmapreduce/에서 Amazon EMR 콘솔을 엽니다.

2.

Name에 대해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3.

URI은 Configuration Details(구성 세부 정보)의 Log URI(로그 URI)에 나열됩니다.

4.

버킷의 루트 경로를 기록합니다. 이름 지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s3://aws-logs-accountID-region
여기서 accountID는 AWS 계정 ID이고, region은 버킷의 AWS 리전입니다.

Note
다음 예제에서는 이 예제와 같이 버킷 내 하위 경로를 사용합니다.
s3://aws-logs-123456789012-us-west-2/hive-test
다음 절차는 자습서 내 단계를 완료했고 DynamoDB에 ddb_features라는 외부 테이블이 있다는 전제하에 작
성되었습니다.
주제
• Hive 기본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p. 1234)
•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p. 1234)
API 버전 2012-08-10
123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mazon DynamoDB 간 데이터 복사

• 열 매핑 없이 데이터 복사 (p. 1235)
• Amazon S3에서 데이터 보기 (p. 1236)

Hive 기본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Example DynamoDB에서 Amazon S3로
INSERT OVERWRITE 문을 사용하여 Amazon S3에 직접 작성합니다.
INSERT OVERWRITE DIRECTORY 's3://aws-logs-123456789012-us-west-2/hive-test'
SELECT * FROM ddb_features;

Amazon S3 내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920709^ASoldiers Farewell Hill^ASummit^ANM^A32.3564729^A-108.33004616135
1178153^AJones Run^AStream^APA^A41.2120086^A-79.25920781260
253838^ASentinel Dome^ASummit^ACA^A37.7229821^A-119.584338133
264054^ANeversweet Gulch^AValley^ACA^A41.6565269^A-122.83614322900
115905^AChacaloochee Bay^ABay^AAL^A30.6979676^A-87.97388530

각 필드는 SOH 문자(제목 시작 부분, 0x01)로 구분됩니다. 파일에서는 SOH가 ^A로 나타납니다.

Example Amazon S3에서 DynamoDB로
1.

Amazon S3 내의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외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REATE EXTERNAL TABLE s3_features_unformatted
(feature_id
BIGINT,
feature_name
STRING ,
feature_class
STRING ,
state_alpha
STRING,
prim_lat_dec
DOUBLE ,
prim_long_dec
DOUBLE ,
elev_in_ft
BIGINT)
LOCATION 's3://aws-logs-123456789012-us-west-2/hive-test';

2.

DynamoDB에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ddb_features
SELECT * FROM s3_features_unformatted;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자체 필드 구분자 문자를 지정하려면 Amazon S3 버킷으로 매핑되는 외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쉼
표로 분리된 값(CSV)을 갖는 데이터 파일을 생성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mple DynamoDB에서 Amazon S3로
1.

Amazon S3로 매핑되는 Hive 외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때 데이터 형식이 DynamoDB 외부 테이블과
일치해야 합니다.
CREATE EXTERNAL TABLE
(feature_id
feature_name
feature_class
state_alpha

s3_features_csv
BIGINT,
STRING,
STRING,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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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_lat_dec
DOUBLE,
prim_long_dec
DOUBLE,
elev_in_ft
BIGINT)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
LOCATION 's3://aws-logs-123456789012-us-west-2/hive-test';

2.

DynamoDB에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s3_features_csv
SELECT * FROM ddb_features;

Amazon S3 내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920709,Soldiers Farewell Hill,Summit,NM,32.3564729,-108.3300461,6135
1178153,Jones Run,Stream,PA,41.2120086,-79.2592078,1260
253838,Sentinel Dome,Summit,CA,37.7229821,-119.58433,8133
264054,Neversweet Gulch,Valley,CA,41.6565269,-122.8361432,2900
115905,Chacaloochee Bay,Bay,AL,30.6979676,-87.9738853,0

Example Amazon S3에서 DynamoDB로
단일 HiveQL 문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Amazon S3의 데이터로 채울 수 있습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ddb_features
SELECT * FROM s3_features_csv;

열 매핑 없이 데이터 복사
데이터 형식 또는 열 매핑을 지정하지 않고 DynamoDB의 데이터를 원본 형식으로 복사하여 Amazon S3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DynamoDB 데이터의 아카이브를 생성하고 Amazon S3에 저장할 수 있
습니다.

Example DynamoDB에서 Amazon S3로
1.

DynamoDB 테이블과 연결된 외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 HiveQL 문에는
dynamodb.column.mapping이 없습니다.)
CREATE EXTERNAL TABLE ddb_features_no_mapping
(item MAP<STRING, STRING>)
STORED BY 'org.apache.hadoop.hive.dynamodb.DynamoDBStorageHandler'
TBLPROPERTIES ("dynamodb.table.name" = "Features");

2.

Amazon S3 버킷과 연결된 또 하나의 외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REATE EXTERNAL TABLE s3_features_no_mapping
(item MAP<STRING, STRING>)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t'
LINES TERMINATED BY '\n'
LOCATION 's3://aws-logs-123456789012-us-west-2/hive-test';

3.

DynamoDB에서 Amazon S3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s3_features_no_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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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 FROM ddb_features_no_mapping;

Amazon S3 내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Name^C{"s":"Soldiers Farewell
Hill"}^BState^C{"s":"NM"}^BClass^C{"s":"Summit"}^BElevation^C{"n":"6135"}^BLatitude^C{"n":"32.3564729"
Name^C{"s":"Jones
Run"}^BState^C{"s":"PA"}^BClass^C{"s":"Stream"}^BElevation^C{"n":"1260"}^BLatitude^C{"n":"41.2120086"}
Name^C{"s":"Sentinel
Dome"}^BState^C{"s":"CA"}^BClass^C{"s":"Summit"}^BElevation^C{"n":"8133"}^BLatitude^C{"n":"37.7229821"
Name^C{"s":"Neversweet
Gulch"}^BState^C{"s":"CA"}^BClass^C{"s":"Valley"}^BElevation^C{"n":"2900"}^BLatitude^C{"n":"41.6565269
Name^C{"s":"Chacaloochee
Bay"}^BState^C{"s":"AL"}^BClass^C{"s":"Bay"}^BElevation^C{"n":"0"}^BLatitude^C{"n":"30.6979676"}^BId^C

각 필드는 STX 문자(텍스트의 시작 부분, 0x02)로 시작하고 ETX 문자(텍스트의 끝부분, 0x03)로 끝납니다.
파일에서는 STX가 ^B로 나타나고 ETX가 ^C로 나타납니다.

Example Amazon S3에서 DynamoDB로
단일 HiveQL 문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Amazon S3의 데이터로 채울 수 있습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ddb_features_no_mapping
SELECT * FROM s3_features_no_mapping;

Amazon S3에서 데이터 보기
SSH를 사용하여 리더 노드에 연결하는 경우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Hive가
Amazon S3에 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단원에서 설명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DynamoDB에서 Amazon S3로 데이터를 복사했다
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습니다.
1.

현재 위치가 Hive 명령 프롬프트라면 Linux 명령 프롬프트로 전환합니다.
hive> exit;

2.

Amazon S3 버킷 내 hive-test 디렉터리의 내용을 나열합니다. (Hive가 DynamoDB에서 데이터를 복사하
여 저장한 디렉터리입니다.)
aws s3 ls s3://aws-logs-123456789012-us-west-2/hive-test/

응답이 다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2016-11-01 23:19:54 81983 000000_0
파일 이름(000000_0)은 시스템에 의해 생성됩니다.
3.

(선택 사항) 데이터 파일을 Amazon S3에서 리더 노드의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
런 다음 표준 Linux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일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s3 cp s3://aws-logs-123456789012-us-west-2/hive-test/000000_0 .

응답이 다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download: s3://aws-logs-123456789012-us-west-2/hive-test/000000_0
to ./00000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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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리더 노드의 로컬 파일 시스템은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로컬 파일 시스템의 가용 용량보다 큰
파일에는 이 명령을 사용하지 마세요.

DynamoDB와 HDFS 간 데이터 복사
DynamoDB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 Hive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를 Hadoop 분산 파일 시스템(HDFS)으
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의 데이터가 필요한 MapReduce 작업을 실행하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DynamoDB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경우 Hadoop이 Amazon EMR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노드를 병렬로
사용하여 이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MapReduce 작업이 완료되면 HDFS에서 DDB로 결과를 쓸 수 있습
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Hive가 다음 HDFS 디렉터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씁니다. /user/hadoop/hive-test

Note
이 단원의 예제는 자습서: Amazon DynamoDB 및 Apache Hive 작업 (p. 1221)의 단계를 완료했고
DynamoDB에 ddb_features라는 외부 테이블이 있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주제
• Hive 기본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p. 1237)
•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p. 1238)
• 열 매핑 없이 데이터 복사 (p. 1238)
• HDFS의 데이터 액세스 (p. 1239)

Hive 기본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Example DynamoDB에서 HDFS로
INSERT OVERWRITE 문을 사용하여 HDFS에 직접 쓰기를 수행합니다.
INSERT OVERWRITE DIRECTORY 'hdfs:///user/hadoop/hive-test'
SELECT * FROM ddb_features;

HDFS 내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920709^ASoldiers Farewell Hill^ASummit^ANM^A32.3564729^A-108.33004616135
1178153^AJones Run^AStream^APA^A41.2120086^A-79.25920781260
253838^ASentinel Dome^ASummit^ACA^A37.7229821^A-119.584338133
264054^ANeversweet Gulch^AValley^ACA^A41.6565269^A-122.83614322900
115905^AChacaloochee Bay^ABay^AAL^A30.6979676^A-87.97388530

각 필드는 SOH 문자(제목 시작 부분, 0x01)로 구분됩니다. 파일에서는 SOH가 ^A로 나타납니다.

Example HDFS에서 DynamoDB로
1.

HDFS 내의 형식이 지정되지 않은 데이터로 매핑되는 외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REATE EXTERNAL TABLE
(feature_id
feature_name
feature_class
state_alpha

hdfs_features_unformatted
BIGINT,
STRING ,
STRING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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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_lat_dec
DOUBLE ,
prim_long_dec
DOUBLE ,
elev_in_ft
BIGINT)
LOCATION 'hdfs:///user/hadoop/hive-test';

2.

DynamoDB에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ddb_features
SELECT * FROM hdfs_features_unformatted;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
다른 필드 구분자 문자를 지정하려면 HDFS 디렉터리로 매핑되는 외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쉼표로
분리된 값(CSV)을 갖는 데이터 파일을 생성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mple DynamoDB에서 HDFS로
1.

HDFS로 매핑되는 Hive 외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때 데이터 형식이 DynamoDB 외부 테이블과 일치
해야 합니다.
CREATE EXTERNAL TABLE hdfs_features_csv
(feature_id
BIGINT,
feature_name
STRING ,
feature_class
STRING ,
state_alpha
STRING,
prim_lat_dec
DOUBLE ,
prim_long_dec
DOUBLE ,
elev_in_ft
BIGINT)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
LOCATION 'hdfs:///user/hadoop/hive-test';

2.

DynamoDB에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hdfs_features_csv
SELECT * FROM ddb_features;

HDFS 내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920709,Soldiers Farewell Hill,Summit,NM,32.3564729,-108.3300461,6135
1178153,Jones Run,Stream,PA,41.2120086,-79.2592078,1260
253838,Sentinel Dome,Summit,CA,37.7229821,-119.58433,8133
264054,Neversweet Gulch,Valley,CA,41.6565269,-122.8361432,2900
115905,Chacaloochee Bay,Bay,AL,30.6979676,-87.9738853,0

Example HDFS에서 DynamoDB로
단일 HiveQL 문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HDFS의 데이터로 채울 수 있습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ddb_features
SELECT * FROM hdfs_features_csv;

열 매핑 없이 데이터 복사
데이터 형식 또는 열 매핑을 지정하지 않고 DynamoDB의 데이터를 원본 형식으로 복사하여 HDFS에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DynamoDB 데이터의 아카이브를 생성하고 HDFS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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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DynamoDB 테이블에 맵, 목록, 부울 또는 Null 형식의 속성이 포함된 경우 이것이 Hive를 사용하여
DynamoDB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mple DynamoDB에서 HDFS로
1.

DynamoDB 테이블과 연결된 외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 HiveQL 문에는
dynamodb.column.mapping이 없습니다.)
CREATE EXTERNAL TABLE ddb_features_no_mapping
(item MAP<STRING, STRING>)
STORED BY 'org.apache.hadoop.hive.dynamodb.DynamoDBStorageHandler'
TBLPROPERTIES ("dynamodb.table.name" = "Features");

2.

HDFS 디렉터리와 연결된 또 하나의 외부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REATE EXTERNAL TABLE hdfs_features_no_mapping
(item MAP<STRING, STRING>)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t'
LINES TERMINATED BY '\n'
LOCATION 'hdfs:///user/hadoop/hive-test';

3.

DynamoDB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복사합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hdfs_features_no_mapping
SELECT * FROM ddb_features_no_mapping;

HDFS 내 데이터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Name^C{"s":"Soldiers Farewell
Hill"}^BState^C{"s":"NM"}^BClass^C{"s":"Summit"}^BElevation^C{"n":"6135"}^BLatitude^C{"n":"32.3564729"
Name^C{"s":"Jones
Run"}^BState^C{"s":"PA"}^BClass^C{"s":"Stream"}^BElevation^C{"n":"1260"}^BLatitude^C{"n":"41.2120086"}
Name^C{"s":"Sentinel
Dome"}^BState^C{"s":"CA"}^BClass^C{"s":"Summit"}^BElevation^C{"n":"8133"}^BLatitude^C{"n":"37.7229821"
Name^C{"s":"Neversweet
Gulch"}^BState^C{"s":"CA"}^BClass^C{"s":"Valley"}^BElevation^C{"n":"2900"}^BLatitude^C{"n":"41.6565269
Name^C{"s":"Chacaloochee
Bay"}^BState^C{"s":"AL"}^BClass^C{"s":"Bay"}^BElevation^C{"n":"0"}^BLatitude^C{"n":"30.6979676"}^BId^C

각 필드는 STX 문자(텍스트의 시작 부분, 0x02)로 시작하고 ETX 문자(텍스트의 끝부분, 0x03)로 끝납니다.
파일에서는 STX가 ^B로 나타나고 ETX가 ^C로 나타납니다.

Example HDFS에서 DynamoDB로
단일 HiveQL 문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HDFS의 데이터로 채울 수 있습니다.
INSERT OVERWRITE TABLE ddb_features_no_mapping
SELECT * FROM hdfs_features_no_mapping;

HDFS의 데이터 액세스
HDFS는 Amazon EMR 클러스터의 모든 노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SSH를 사용하
여 리더 노드에 연결하는 경우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여 Hive가 HDFS에 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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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S는 리더 노드의 로컬 파일 시스템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표준 Linux 명령(예: cat, cp, mv, rm)을 사
용하여 HDFS 내 파일 및 디렉터리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hadoop fs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 단원에서 설명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DynamoDB에서 HDFS로 데이터를 복사했다는 전
제하에 작성되었습니다.
1.

현재 위치가 Hive 명령 프롬프트라면 Linux 명령 프롬프트로 전환합니다.
hive> exit;

2.

HDFS 내 /user/hadoop/hive-test 디렉터리의 내용을 나열합니다. (Hive가 DynamoDB에서 데이터를 복
사하여 저장한 디렉터리입니다.)
hadoop fs -ls /user/hadoop/hive-test

응답이 다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Found 1 items
-rw-r--r-- 1 hadoop hadoop 29504 2016-06-08 23:40 /user/hadoop/hive-test/000000_0

파일 이름(000000_0)은 시스템에 의해 생성됩니다.
3.

파일 내용을 확인합니다.
hadoop fs -cat /user/hadoop/hive-test/000000_0

Note
이 예제에서는 파일 용량이 비교적 작습니다(약 29KB). 용량이 매우 크거나 인쇄 불가능한 문
자를 포함하는 파일에 이 명령을 사용할 때는 주의하세요.
4.

(선택 사항) 데이터 파일을 HDFS에서 리더 노드의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표준 Linux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파일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hadoop fs -get /user/hadoop/hive-test/000000_0

이 명령은 파일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Note
리더 노드의 로컬 파일 시스템은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로컬 파일 시스템의 가용 용량보다 큰
파일에는 이 명령을 사용하지 마세요.

데이터 압축 사용
Hive를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경우 즉시 데이터 압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ive는 다양한 압축 코덱을 제공합니다. Hive 세션 도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지
정된 형식으로 압축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Lempel-Ziv-Oberhumer(LZO)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SET hive.exec.compress.output=true;
SET io.seqfile.compression.type=BLOCK;
SET mapred.output.compression.codec = com.hadoop.compression.lzo.LzopCodec;
CREATE EXTERNAL TABLE lzo_compression_table (line STRING)
ROW FORMAT DELIMITED FIELDS TERMINATED BY '\t' LINES TERMINATED B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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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3://bucketname/path/subpath/';
INSERT OVERWRITE TABLE lzo_compression_table SELECT *
FROM hiveTableName;

Amazon S3의 결과 파일은 시스템에 의해 이름이 생성되고 이름의 끝에 .lzo가 추가됩니다(예:
8d436957-57ba-4af7-840c-96c2fc7bb6f5-000000.lzo).
다음과 같은 압축 코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rg.apache.hadoop.io.compress.GzipCodec
• org.apache.hadoop.io.compress.DefaultCodec
• com.hadoop.compression.lzo.LzoCodec
• com.hadoop.compression.lzo.LzopCodec
• org.apache.hadoop.io.compress.BZip2Codec
• org.apache.hadoop.io.compress.SnappyCodec

인쇄할 수 없는 UTF-8 문자 데이터 읽기
인쇄할 수 없는 UTF-8 문자를 읽고 쓰려면 Hive 테이블을 생성할 때 STORED AS SEQUENCEFILE 절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SequenceFile은 Hadoop 이진수 파일 형식입니다. 이 파일을 읽으려면 Hadoop을 사용해
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DynamoDB에서 Amazon S3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 기능
을 사용하여 인쇄할 수 없는 UTF-8 인코딩 문자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CREATE EXTERNAL TABLE s3_export(a_col string, b_col bigint, c_col array<string>)
STORED AS SEQUENCEFILE
LOCATION 's3://bucketname/path/subpath/';
INSERT OVERWRITE TABLE s3_export SELECT *
FROM hiveTableName;

성능 튜닝
DynamoDB 테이블로 매핑되는 Hive 외부 테이블을 생성할 때 DynamoDB에서 읽기 또는 쓰기 용량이 소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Hive 테이블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작업(예: INSERT 또는 SELECT)은 기본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작업으로 바로 변환됩니다.
Amazon EMR의 Apache Hive는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I/O 로드를 밸런싱하는 자체 로직을 구현하여 테
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초과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각 Hive 쿼리의 끝에서 Amazon EMR은 프로
비저닝된 처리량이 초과된 횟수를 포함하여 런타임 지표를 .반환합니다. 이 정보를 DynamoDB 테이블에 대
한 CloudWatch 지표와 함께 사용하여 후속 요청에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Amazon EMR 콘솔은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
리 가이드의 클러스터 보기 및 모니터링 단원을 참조하세요.
또한 Hue, Ganglia, Hadoop 웹 인터페이스와 같은 웹 기반 도구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및 Hadoop 작업을 모
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의 Amazon EMR 클러스터에 호스팅된
웹 인터페이스 보기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단원에서는 외부 DynamoDB 테이블에서 Hive 작업 성능을 조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를 설명합니
다.
주제
• DynamoDB 프로비저닝 처리량 (p.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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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퍼 수 조정 (p. 1243)
• 추가 주제 (p. 1244)

DynamoDB 프로비저닝 처리량
외부 DynamoDB 테이블에 대해 HiveQL 문을 실행할 때 DynamoDBStorageHandler 클래스가 적절한 하
위 수준 DynamoDB API 요청을 생성하며 이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소비합니다. DynamoDB 테이블의 읽
기 또는 쓰기 용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요청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HiveQL 성능이 느려집니다. 따라서
테이블의 처리량이 충분하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ynamoDB 테이블에 읽기 용량 단위를 100개 프로비저닝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
면 초당 409,600바이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100 × 4KB 읽기 용량 단위 크기). 이제 테이블 내 데이터가
20GB(21,474,836,480바이트)이고 HiveQL을 사용하여 SELECT 문으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한다고 가정할 경
우, 다음과 같이 쿼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1,474,836,480 / 409,600 = 52,429초 = 14.56시간
이 시나리오에서는 DynamoDB 테이블에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Hive 처리량이 초당 409,600바이트로 제
한되므로 Amazon EMR 노드를 추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SELECT 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DynamoDB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계산을 통해 DynamoDB 테이블로 매핑된 Hive 외부 테이블로 대량 데이터를 로드할 때 소용되는 시
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드할 데이터의 총 바이트 수를 결정하고 DynamoDB 쓰기 용량 단위(1KB)의 크
기로 나눕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로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초)가 구해집니다.
테이블에 대한 CloudWatch 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DynamoDB 콘솔에서 빠르게 확인하려
면 테이블을 선택하고 Metrics(지표) 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소비된 읽기 및 쓰기 용량 단위와 병목 현상
이 발생한 읽기 및 쓰기 요청을 볼 수 있습니다.

읽기 용량
Amazon EMR은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에 따라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요청 로드를 관리합
니다. 하지만 작업 출력에서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 메시지가 다수 확인될 경우 기본 읽기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dynamodb.throughput.read.percent 구성 변수를 수정할 수 있
습니다. Hive 명령 프롬프트에서 SET 명령을 사용하여 이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dynamodb.throughput.read.percent=1.0;

이 변수는 현재 Hive 세션 동안만 지속됩니다. Hive를 종료했다 나중에 다시 시작할 경우
dynamodb.throughput.read.percent가 기본값으로 되돌아갑니다.
dynamodb.throughput.read.percent 값은 0.1부터 1.5까지 가능합니다. 0.5는 기본 읽기 속도입니
다. 즉, Hive가 테이블 읽기 용량의 절반을 소비하려고 시도합니다. 값을 0.5보다 높게 설정할 경우 Hive가
요청 속도를 높이고 0.5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요청 속도를 낮춥니다. (실제 읽기 속도는 DynamoDB 테이블
의 키 분포가 균일한지 여부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Hive가 빈번히 테이블의 할당 읽기 용량을 소진하거나 읽기 요청에서 병목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할 경우
dynamodb.throughput.read.percent를 0.5보다 낮게 설정해 보세요. 테이블 읽기 용량이 충분하고
HiveQL 작업의 응답성을 높이고자 할 경우 이 값을 0.5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쓰기 용량
Amazon EMR은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설정에 따라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요청 로드를 관리합
니다. 하지만 작업 출력에서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 메시지가 다수 확인될 경우 기본 쓰기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dynamodb.throughput.write.percent 구성 변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Hive 명령 프롬프트에서 SET 명령을 사용하여 이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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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dynamodb.throughput.write.percent=1.0;

이 변수는 현재 Hive 세션 동안만 지속됩니다. Hive를 종료했다 나중에 다시 시작할 경우
dynamodb.throughput.write.percent가 기본값으로 되돌아갑니다.
dynamodb.throughput.write.percent 값은 0.1부터 1.5까지 가능합니다. 0.5는 기본 쓰기 속도
입니다. 즉, Hive가 테이블 쓰기 용량의 절반을 소비하려고 시도합니다. 값을 0.5보다 높게 설정할 경우
Hive가 쓰기 요청 속도를 높이고 0.5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쓰기 요청 속도를 낮춥니다. (실제 쓰기 속도는
DynamoDB 테이블의 키 분포가 균일한지 여부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Hive가 빈번히 테이블의 할당 읽기 용량을 소진하거나 읽기 요청에서 병목 현상이 너무 자주 발생할 경우
dynamodb.throughput.write.percent를 0.5보다 낮게 설정해 보세요. 테이블의 용량이 충분하고
HiveQL 작업의 응답성을 높이고자 할 경우 이 값을 0.5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Hive를 사용하여 DynamoDB에 데이터를 쓸 때는 쓰기 용량 단위 수가 클러스터의 매퍼 수보다 큰지 확인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 m1.xlarge 노드로 구성된 Amazon EMR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
다. m1.xlarge 노드 유형은 8개의 매퍼 작업을 제공하므로 클러스터 내 매퍼는 총 80개(10 × 8)가 됩니다.
DynamoDB 테이블의 쓰기 용량 단위가 80 미만인 경우 Hive 쓰기 작업 1개가 테이블의 쓰기 처리량을 모두
소비할 수 있습니다.
Amazon EMR 노드 유형의 매퍼 수를 확인하려면 Amazon EMR 개발자 안내서의 태스크 구성 단원을 참조
하세요.
매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퍼 수 조정 (p. 1243) 단원을 참조하세요.

매퍼 수 조정
Hive는 Hadoop 작업을 시작하면 작업은 하나 이상의 매퍼 작업에 의해 처리됩니다. DynamoDB 테이블의 처
리량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클러스터 내 매퍼 수를 수정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Note
Hadoop 작업에 사용되는 매퍼 작업 수는 Hadoop이 데이터를 논리 블록으로 분할하는 입력 분할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Hadoop이 충분한 입력 분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쓰기 작업이 DynamoDB
테이블에서 사용 가능한 쓰기 처리량을 모두 소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퍼 수 증가
Amazon EMR의 각 매퍼는 최대 읽기 속도가 초당 1MiB입니다. 클러스터 내 매퍼 수는 클러스터 내 노드 크
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드 크기 및 노드당 매퍼 수에 대한 정보는 Amazon EMR 개발자 안내서의 태스크
구성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 테이블의 읽기 처리량이 충분할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으로 매퍼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내 노드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가 m1.large 노드(노드당 매퍼 3개)를 사용
하는 경우 m1.xlarge 노드(노드당 매퍼 8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내 노드 수를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에 m1.xlarge 노드가 3개일 경우 총 24개 매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노드 유형에서 클러스터 크기를 두 배로 늘리면 매퍼는 48개로 증가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클러스터 내 노드 크기 또는 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이 적
용되려면 클러스터를 재시작해야 합니다.)
매퍼 수를 늘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mapred.tasktracker.map.tasks.maximum Hadoop 구성 파라미
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Hive 파라미터가 아니라 Hadoop 파라미터입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대화
형으로 이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mapred.tasktracker.map.tasks.maximum 값을 높일 경
우 노드 크기 또는 수를 증가시키지 않고 매퍼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을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클러스터 노드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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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red.tasktracker.map.tasks.maximum 값은 처음 Amazon EMR 클러스터를 시작할 때 부트스트
랩 작업으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드 (선택 사항) 부트스트랩 작업을 생성하
여 추가 소프트웨어 설치 단원을 참조하세요.

매퍼 수 감소
SELECT 문을 사용하여 DynamoDB로 매핑되는 외부 Hive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선택할 경우 Hadoop 작업은
필요에 따라 클러스터 내 최대 매퍼 수까지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장시간 실행되는
Hive 쿼리가 DynamoDB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읽기 용량을 모두 소비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dynamodb.max.map.task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매퍼 작업 수 상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dynamodb.max.map.tasks=1

이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Hive가 쿼리를 처리할 때 Hadoop 작업이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
터를 읽으면서 dynamodb.max.map.tasks보다 많은 작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주제
다음은 Hive가 DynamoDB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사용할 수 있
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Retry duration
기본적으로 Hive는 DynamoDB에서 2분 이내에 결과가 반환되지 않으면 Hadoop 작업을 재실행합니다.
dynamodb.retry.duration 파라미터를 수정하여 이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T dynamodb.retry.duration=2;

이 값은 0이 아닌 정수여야 하며, 재시도 주기를 분 단위로 지정합니다. dynamodb.retry.duration 기본
값은 2(분)입니다.

병렬 데이터 요청
한 명 이상의 사용자 또는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단일 테이블로 데이터 요청이 다수 이루어지면 읽
기 할당된 처리량이 한 번에 소비되어 성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기간
DynamoDB의 데이터 일관성은 각 노드의 읽기 및 쓰기 작업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Hive 쿼리가 진행 중일
때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에 로드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변경 또는 삭제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쿼리 실행 중 데이터 변경 사항은 Hive 쿼리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요청 시간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수요가 낮은 시간에 Hive 쿼리가 DynamoDB 테이블에 액세스하도록 일정을 조정
하면 성능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대부분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한다면 대다수가 잠
드는 시간인 새벽 4시(PST)에 DynamoDB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업데이트 없이 1일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
도 좋은 방법입니다.

Amazon S3와 통합
Amazon DynamoDB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면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Amazon S3와
DynamoDB 테이블 간에 데이터를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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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DynamoDB 테이블 계정 또는 AWS를 이동, 변환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S3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Amazon S3로 내보내고 Athena,
Amazon SageMaker 및 AWS Lake Formation과 같은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인
사이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새로운 DynamoDB 테이블로 직접 가져와서 대규모로 10밀리
초 미만의 성능으로 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테이블과 계정 간의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재해 복
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제
• Amazon S3에서 DynamoDB 데이터 가져오기: 작동 방식 (p. 1245)
• Amazon S3로 DynamoDB 데이터 내보내기: 작동 방식 (p. 1255)

Amazon S3에서 DynamoDB 데이터 가져오기: 작동 방
식
데이터를 DynamoDB로 가져오려면 데이터가 CSV, DynamoDB JSON 또는 Amazon Ion 형식으로 Amazon
S3 버킷에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ZSTD 또는 GZIP 형식으로 압축하거나 압축되지 않은 형식으로 직접 가
져올 수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는 단일 Amazon S3 객체이거나 동일한 접두사를 사용하는 여러 Amazon S3
객체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져오기 요청을 시작할 때 생성되는 새 DynamoDB 테이블로 가져오게 됩니다. 보조 인덱스를 사
용하여 이 테이블을 만든 다음, 가져오기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기본 및 보조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쿼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된 후 전역 테이블 복제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Note
Amazon S3 가져오기 프로세스 중에 DynamoDB는 가져올 새 대상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기존 테이
블로의 가져오기는 현재 이 기능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Amazon S3에서 가져오기는 새 테이블의 쓰기 용량을 소비하지 않으므로 DynamoDB로 데이터를 가져오
기 위해 추가 용량을 프로비저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요금은 가져오기의 결과로 처리되는
Amazon S3의 압축되지 않은 소스 데이터 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리되었지만 소스 데이터의 형식 또는
기타 불일치로 인해 테이블에 로드되지 않는 항목도 가져오기 프로세스의 일부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해당 버킷에서 읽을 수 있는 올바른 권한이 있으면 다른 계정이 소유한 Amazon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가
져올 수 있습니다. 새 테이블은 소스 Amazon S3 버킷과 다른 리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설정 및 권한을 참조하세요.
가져오기 시간은 Amazon S3의 데이터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크기, 데이터 형
식, 압축 체계, 데이터 배포의 균일성, Amazon S3 객체 수 및 기타 관련 변수가 포함됩니다. 특히 키가 균일
하게 분포된 데이터 세트는 왜곡된 데이터 세트보다 가져오기 속도가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 보조 인덱스의
키가 파티셔닝에 그해의 월을 사용하고 있고 모든 데이터가 12월의 데이터인 경우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키와 연결된 속성은 기본 테이블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고유하지 않은 키가 있는 경우 가져오기는 마지막 덮
어쓰기만 남을 때까지 연결된 항목을 덮어씁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키가 월이고 여러 항목이 9월로 설
정된 경우 각각의 새 항목은 이전에 작성된 항목을 덮어쓰며 프라이머리 키 '월'이 9월로 설정된 항목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져오기 테이블 설명에서 처리된 항목 수가 대상 테이블의 항목 수와 일치하지 않
습니다.
AWS CloudTrail은 테이블 가져오기의 콘솔 및 API 작업을 모두 로깅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Trail
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p. 1140)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DynamoDB에서 테이블 가져오기 요청 (p.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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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amoDB용 Amazon S3 가져오기 형식 (p. 1249)
• 가져오기 형식 할당량 및 유효성 검사 (p. 1251)

DynamoDB에서 테이블 가져오기 요청
DynamoDB 가져오기를 사용하면 Amazon S3 버킷에서 새 DynamoDB 테이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
다. DynamoDB 콘솔, CLI (p. 58), CloudFormation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 가져오기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려면 먼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액세스 (p. 57)을 참조하십시
오.

Note
테이블 가져오기 기능은 Amazon S3 및 CloudWatch와 같은 다양한 AWS 서비스와 상호 작용합니
다. 가져오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져오기 API를 호출하는 사용자 또는 역할에 해당 기능에서 사용되
는 모든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오류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가져오기 형식 할당량 및 유효성 검사 (p. 1251) 섹션을 참조하세요.
주제
• IAM 권한 설정 (p. 1246)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가져오기 요청 (p. 1247)
•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이전 가져오기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p. 1248)
• AWS CLI을 사용하여 가져오기 요청 (p. 1248)
• AWS CLI에서 이전 가져오기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p. 1249)

IAM 권한 설정
읽기 권한이 있는 Amazon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스 버킷이 소스 테이블과 같은
리전에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에는 소스
Amazon S3 버킷에 대한 관련 작업과 디버깅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CloudWatch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
니다. 예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DynamoDBImportAction",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ImportTable",
"dynamodb:DescribeImport",
"dynamodb:ListImports"
],
"Resource": "arn:aws:dynamodb:us-east-1:111122223333:table/my-table"
},
{
"Sid": "AllowS3Access",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s3:ListBucket"
],
"Resource": "arn:aws:s3:::your-bucket/*"
},
{
"Sid": "AllowCloudwatch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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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logs:CreateLogStream",
"logs:DescribeLogGroups",
"logs:DescribeLogStreams",
"logs:PutLogEvents",
"logs:PutRetentionPolicy"
],
"Resource": "arn:aws:logs:us-east-1:111122223333:log-group:/aws-dynamodb/*"

Amazon S3 권한
다른 계정이 소유한 Amazon S3 버킷 소스에서 가져오기를 시작할 때는 해당 역할 또는 사용자에게 Amazon
S3 객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mazon S3 GetObject 명령을 실행하고 보안 인증 정
보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할 때 Amazon S3 버킷 소유자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자의 계정 ID로 설정됩니다. 교차 계정 가져오기의 경우 이 파라미터가 버킷 소유자의 계정 ID로 올바르
게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코드는 소스 계정에 있는 Amazon S3 버킷 정책의 예입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Example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123456789012:user/Dave"
},
"Action": [
"s3:GetObject",
"s3:ListBucket"
],
"Resource": "arn:aws:s3:::awsexamplebucket1/*"
}
]

KMS
가져올 새 테이블을 생성할 때 DynamoDB가 소유하지 않은 저장 데이터 암호화 키를 선택하는 경우 CMCMK로 암호화된 DynamoDB 테이블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AWS KMS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 KMS 키 사용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Amazon S3 객체가 SSE-KMS로 암호화된 경우 가져오기
를 시작하는 역할 또는 사용자에게 AWS KMS 키를 사용하여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능은 SSE-C로 암호화된 Amazon S3 객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CloudWatch 권한
가져오기를 시작하는 역할 또는 사용자에게는 가져오기와 관련된 로그 그룹 및 로그 스트림에 대한 생성 및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가져오기 요청
다음은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MusicCollection이라는 새 테이블에 기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테이블 가져오기를 요청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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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S3에서 가져오기(Import from S3)를 선택합니다.

3.

표시되는 페이지에서 S3에서 가져오기(Import from S3)를 선택합니다.

4.

S3에서 가져오기(Import from S3)를 선택합니다.

5.

Amazon S3 소스 URL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계정이 소스 버킷을 소유한 경우 S3 찾아보기(Browse S3) 버튼을 사용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s3://bucket/prefix 형식으로 버킷의 URL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prefix는 가져오려는
Amazon S3 객체 이름 또는 가져오려는 모든 Amazon S3 객체에서 공유하는 키 접두사인 Amazon S3
키 접두사입니다.

6.

S3 버킷 소유자(S3 bucket owner)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다른 계정이 소스 버킷을 소유한 경우 A
different AWS account(다른 AWS 계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버킷 소유자의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7.

가져오기 파일 압축(Import file compression)에서 압축 없음(No compression), GZIP 또는 ZSTD를 적절
하게 선택합니다.

8.

적절한 가져오기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옵션은 DynamoDB JSON, Amazon Ion 또는 CSV입니다.
CSV를 선택하면 CSV 헤더(CSV header)와 CSV 구분 기호 문자(CSV delimiter character)의 두 가지 추
가 옵션이 제공됩니다.
CSV 헤더(CSV header)에서 헤더를 파일의 첫 번째 줄에서 가져올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할지를 선택합
니다. 헤더 사용자 지정(Customize your headers)을 선택하는 경우 가져올 헤더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이 메서드로 지정된 CSV 헤더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대상 테이블의 키를 포함해야 합니다.
CSV 구분 기호 문자(CSV delimiter character)에서 항목을 구분하는 문자를 설정합니다. 쉼표가 기본적
으로 선택됩니다. 사용자 지정 구분 기호 문자를 선택하는 경우 구분 기호는 정규식 패턴과 일치해야 합
니다. [,;:|\t ].

9.

다음(Next)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생성될 새 테이블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Note
프라이머리 키 및 정렬 키는 파일의 속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기가 실패합
니다. 속성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10. 다음(Next)을 다시 선택하여 가져오기 옵션을 검토하고 가져오기(Import)를 클릭하여 가져오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생성 중(Creating)' 상태로 '테이블(Tables)'에 나열된 새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재는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11.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상태가 '활성(Active)'으로 표시되고 테이블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이전 가져오기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이전에 실행한 가져오기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탐색 사이드바에서 S3에서 가져오기(Import from S3)를 클릭
한 다음 가져오기(Imports) 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패널에는 지난 90일간 생성한 모든
가져오기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져오기 탭에 나열된 태스크의 ARN을 선택하면 선택한 고급 구성
설정을 포함하여 해당 가져오기에 대한 정보가 검색됩니다.

AWS CLI을 사용하여 가져오기 요청
다음 예제에서는 prefix라는 접두사가 있는 bucket이라는 S3 버킷에서 target-table이라는 새 테이블로 CSV
형식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aws dynamodb import-table --s3-bucket-source S3Bucket=bucket,S3KeyPrefix=prefix \
--input-format CSV --table-creation-parameters '{"TableName":"targettable","KeySchema": \
[{"AttributeName":"hk","KeyType":"HASH"}],"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hk","AttributeType":"S"}],"BillingMode":"PAY_PER_REQUEST"}' \
--input-format-options '{"Csv": {"HeaderList": ["hk", "title", "artist",
"year_of_release"], "Delimi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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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에 의해 보호되는 키를 사용하여 가져오기를 암호화하
도록 선택하는 경우 해당 키는 대상 Amazon S3 버킷과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AWS CLI에서 이전 가져오기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이전에 실행한 가져오기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list-imports 명령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
령은 지난 90일간 생성한 모든 가져오기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가져오기 태스크 메타데이터는 90일이 지나
면 만료되고 그보다 오래된 작업은 더 이상 이 목록에 없지만, DynamoDB는 Amazon S3 버킷의 객체 또는
가져오기 중에 생성된 테이블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aws dynamodb list-imports

특정 가져오기 태스크에 대해 고급 구성 설정을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를 검색하려면 describe-import 명
령을 사용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import \
--import-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ProductCatalog/exp

DynamoDB용 Amazon S3 가져오기 형식
DynamoDB는 CSV, DynamoDB JSON 및 Amazon Ion의 세 가지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제
• CSV (p. 1249)
• DynamoDB Json (p. 1249)
• Amazon Ion (p. 1250)

CSV
CSV 형식의 파일은 줄 바꿈으로 구분된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DynamoDB는 가져오기 파
일의 첫 줄을 헤더로 해석하고 열을 쉼표로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의 열 수와 일치하는 한, 적용할 헤더를 정
의할 수도 있습니다. 헤더를 명시적으로 정의하면 파일의 첫 번째 줄을 값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Note
CSV 파일에서 가져올 때 기본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의 해시 범위와 키를 제외한 모든 열을
DynamoDB 문자열로 가져오게 됩니다.

DynamoDB Json
DynamoDB JSON 형식의 파일은 여러 항목 객체로 구성됩니다. 개별 객체는 DynamoDB의 표준 마샬링된
JSON 형식이므로 줄 바꿈이 항목 구분 기호로 사용됩니다. 추가된 기능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내보내기는 기
본적으로 가져오기 소스로 지원됩니다.

Note
다음 예제에서는 DynamoDB JSON 형식 파일의 단일 항목이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줄 형식
으로 되어 있습니다.
{

"Item":{
"Authors":{
"SS":[
"Author1",
"Auth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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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Dimensions":{
"S":"8.5 x 11.0 x 1.5"
},
"ISBN":{
"S":"333-3333333333"
},
"Id":{
"N":"103"
},
"InPublication":{
"BOOL":false
},
"PageCount":{
"N":"600"
},
"Price":{
"N":"2000"
},
"ProductCategory":{
"S":"Book"
},
"Title":{
"S":"Book 103 Title"
}

Amazon Ion
Amazon Ion은 대규모 서비스 중심 아키텍처를 엔지니어링할 때 매일 직면하는 신속한 개발, 분리, 효율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드된 서식 있는 자기 기술형 계층적 데이터 직렬화 형식입니다.
Ion 형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Ion 데이터 유형이 새 DynamoDB 테이블의 DynamoDB 데이터 유형에 매핑
됩니다.
Ion에서 DynamoDB로 데이터 유
형 변환

B

1

Ion Data Type

DynamoDB Representation

2

string

String (s)

3

bool

Boolean (BOOL)

4

decimal

Number (N)

5

blob

Binary (B)

6

list (with type
annotation $dynamodb_SS,
$dynamodb_NS, or
$dynamodb_BS)

Set (SS, NS, BS)

7

list

List

8

struct

Map

Ion 파일의 항목은 줄 바꿈으로 구분됩니다. 각 줄은 Ion 버전 마커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Ion 형식의 항목이
표시됩니다.
API 버전 2012-08-10
125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mazon S3에서 가져오기

Note
다음 예제에서는 Ion 형식 파일의 항목이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ion_1_0 {
Item:{
Authors:$dynamodb_SS::["Author1","Author2"],
Dimensions:"8.5 x 11.0 x 1.5",
ISBN:"333-3333333333",
Id:103.,
InPublication:false,
PageCount:6d2,
Price:2d3,
ProductCategory:"Book",
Title:"Book 103 Title"
}
}

가져오기 형식 할당량 및 유효성 검사
가져오기 할당량
Amazon S3에서 DynamoDB 가져오기는 us-east-1, us-west-2 및 eu-west-1 리전에서 한 번에 총 가져오기
소스 객체 크기가 15TB인 최대 50개의 동시 가져오기 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리전에서는 총
크기가 1TB인 최대 50개의 동시 가져오기 작업이 지원됩니다. 각 가져오기 작업은 모든 리전에서 최대 5,000
개의 Amazon S3 객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DynamoDB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rvice Quotas를 참
조하세요.

유효성 검사 오류
가져오기 프로세스 중에 DynamoDB에서 데이터를 구문 분석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오류
에 대해 DynamoDB는 CloudWatch 로그를 내보내며 발생한 총 오류 수를 로깅합니다. Amazon S3 객체 자체
의 형식이 잘못되었거나 해당 콘텐츠가 DynamoDB 항목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객체의 나머지 부분 처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Note
Amazon S3 데이터 소스에 동일한 키를 공유하는 여러 항목이 있는 경우 하나가 남을 때까지 항목
을 덮어씁니다. 이렇게 하면 1개의 항목을 가져오고 다른 항목은 무시된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
다. 중복 항목은 임의의 순서로 덮어써 지고 오류로 계산되지 않으며 CloudWatch 로그로 내보내지
지 않습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가져온 총 항목 수, 총 오류 수 및 처리된 총 항목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문
제 해결을 위해 가져온 항목의 총 크기와 처리된 데이터의 총 크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가져오기 오류에는 API 유효성 검사 오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오류 및 구성 오류의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API 유효성 검사 오류
API 유효성 검사 오류는 동기화 API의 항목 수준 오류입니다. 일반적인 원인은 권한 문제, 필수 파라미터 누
락 및 파라미터 유효성 검사 실패입니다. API 호출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세부 정보는 ImportTable 요청에
서 발생한 예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오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오류는 항목 수준 또는 파일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는 동안 대상 테이블로
가져오기 전에 DynamoDB 규칙에 따라 항목의 유효성이 검사됩니다. 항목이 유효성 검사에 실패하여 항목
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가져오기 작업이 해당 항목을 건너뛰고 다음 항목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작업이 끝나
면 가져오기 상태가 FAILED로 설정되고 FailureCode, ItemValidationError 및 FailureMessage "Som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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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ailed validation checks and were not imported(유효성 검사에 실패하여 일부 항목을 가져오지 않았습
니다.) Please check CloudWatch error logs for more details(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오류 로그를 참조하
십시오)"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오류의 일반적인 원인에는 객체를 구문 분석할 수 없거나, 객체의 형식이 잘못되었거나
(입력은 DYNAMODB_JSON을 지정하지만 객체가 DYNAMODB_JSON에 없음), 스키마가 지정된 소스 테이
블 키와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구성 오류
구성 오류는 일반적으로 권한 유효성 검사로 인한 워크플로 오류입니다. 가져오기 워크플로는 요청을 수락한
후 일부 권한을 확인합니다. Amazon S3 또는 CloudWatch와 같은 필수 종속 항목을 호출하는 데 문제가 있
는 경우 프로세스에서 가져오기 상태를 FAILED로 표시합니다. failureCode 및 failureMessage는 실패
이유를 가리킵니다. 해당하는 경우 실패 메시지에는 CloudTrail에서 실패 이유를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요청 ID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구성 오류에는 Amazon S3 버킷의 URL이 잘못되었거나 Amazon S3 버킷, CloudWatch Logs 및
Amazon S3 객체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AWS KMS 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등이 포
함됩니다.

소스 Amazon S3 객체 유효성 검사
소스 S3 객체의 유효성을 검사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데이터 형식 및 압축 유형 유효성 검사
• 지정된 접두사 아래의 일치하는 모든 Amazon S3 객체가 동일한 형식(DYNAMODB_JSON,
DYNAMODB_ION, CSV)인지 확인합니다.
• 지정된 접두사 아래의 일치하는 모든 Amazon S3 객체가 동일한 방식(GZIP, ZSTD, NONE)으로 압축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Note
ImportTable 호출에 지정된 입력 형식이 우선하므로 Amazon S3 객체는 해당 확장자
(.csv/.json/.ion/.gz/.zstd 등)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2.

가져오기 데이터가 원하는 테이블 스키마를 준수하는지 검증합니다.
• 소스 데이터의 각 항목에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져오기에서 정렬 키는 선택 사항입니
다.
• 프라이머리 키 및 정렬 키와 연결된 속성 유형이 테이블 생성 파라미터에 지정된 대로 테이블 및 GSI
스키마의 속성 유형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CloudWatch 로그
실패한 가져오기 작업의 경우 자세한 오류 메시지가 CloudWatch 로그에 게시됩니다. 이러한 로그에 액세스
하려면 먼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출력 및 describe-import에서 ImportArn을 검색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import --import-arn arn:aws:dynamodb:us-east-1:ACCOUNT:table/targettable/import/01658528578619-c4d4e311
}

출력 예:
aws dynamodb describe-import --import-arn "arn:aws:dynamodb:us-east-1:531234567890:table/
target-table/import/01658528578619-c4d4e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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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TableDescription": {
"ImportArn": "arn:aws:dynamodb:us-east-1:ACCOUNT:table/target-table/
import/01658528578619-c4d4e311",
"ImportStatus": "FAILED",
"TableArn": "arn:aws:dynamodb:us-east-1:ACCOUNT:table/target-table",
"TableId": "7b7ecc22-302f-4039-8ea9-8e7c3eb2bcb8",
"ClientToken": "30f8891c-e478-47f4-af4a-67a5c3b595e3",
"S3BucketSource": {
"S3BucketOwner": "ACCOUNT",
"S3Bucket": "my-import-source",
"S3KeyPrefix": "import-test"
},
"ErrorCount": 1,
"CloudWatchLogGroupArn": "arn:aws:logs:us-east-1:ACCOUNT:log-group:/aws-dynamodb/
imports:*",
"InputFormat": "CSV",
"InputCompressionType": "NONE",
"TableCreationParameters": {
"TableName": "target-table",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pk",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pk",
"KeyType": "HASH"
}
],
"BillingMode": "PAY_PER_REQUEST"
},
"StartTime": 1658528578.619,
"EndTime": 1658528750.628,
"ProcessedSizeBytes": 70,
"ProcessedItemCount": 1,
"ImportedItemCount": 0,
"FailureCode": "ItemValidationError",
"FailureMessage": "Some of the items failed validation checks and were not
imported. Please check CloudWatch error logs for more details."
}
}

위의 응답에서 로그 그룹과 가져오기 ID를 검색하고 이를 사용하여 오류 로그를 검색합니다. 가져오기 ID는
ImportArn 필드의 마지막 경로 요소입니다. 로그 그룹 이름은 /aws-dynamodb/imports입니다. 오류 로
그 스트림 이름은 import-id/error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01658528578619-c4d4e311/error입니
다.

항목에 pk 키가 누락됨
소스 S3 객체에 파라미터로 제공된 프라이머리 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가져오기가 실패합니다. 예를 들
어 가져오기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를 열 이름 'pk'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import-table —s3-bucket-source S3Bucket=my-import-source,S3KeyPrefix=importtest.csv \
—input-format CSV --table-creation-parameters '{"TableName":"targettable","KeySchema": \
[{"AttributeName":"pk","KeyType":"HASH"}],"AttributeDefinitions":
[{"AttributeName":"pk","AttributeType":"S"}],"BillingMode":"PAY_PER_REQUEST"}'

다음 내용이 있는 소스 객체 import-test.csv에서 'pk' 열이 누락되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1253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Amazon S3에서 가져오기

title,artist,year_of_release
The Dark Side of the Moon,Pink Floyd,1973

데이터 소스의 프라이머리 키가 누락되어 항목 유효성 검사 오류로 인해 가져오기가 실패합니다.
CloudWatch 오류 로그의 예:
aws logs get-log-events —log-group-name /aws-dynamodb/imports —log-stream-name
01658528578619-c4d4e311/error
{
"events": [
{
"timestamp": 1658528745319,
"message": "{\"itemS3Pointer\":{\"bucket\":\"my-import-source\",\"key\":\"import-test.csv
\",\"itemIndex\":0},\"importArn\":\"arn:aws:dynamodb:us-east-1:531234567890:table/targettable/import/01658528578619-c4d4e311\",\"errorMessages\":[\"One or more parameter values
were invalid: Missing the key pk in the item\"]}",
"ingestionTime": 1658528745414
}
],
"nextForwardToken": "f/36986426953797707963335499204463414460239026137054642176/s",
"nextBackwardToken": "b/36986426953797707963335499204463414460239026137054642176/s"
}

이 오류 로그에는 "One or more parameter values were invalid: Missing the key pk in the item(하나 이상의
파라미터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항목에 키 pk가 누락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져오기 작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target-table' 테이블이 존재하지만 가져온 항목이 없으므로 비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처리되었고 객체가 항목 유효성 검사에 실패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target-table'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먼저 이를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 소스 객체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열 이름을 사용하거나 소스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pk,title,artist,year_of_release
Albums::Rock::Classic::1973::AlbumId::ALB25,The Dark Side of the Moon,Pink Floyd,1973

대상 테이블 존재
가져오기 작업을 시작하고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An error occurred (ResourceInUseException) when calling the ImportTable operation: Table
already exists: target-table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 이름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지정된 버킷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스 버킷이 없는 경우 가져오기가 실패하고 오류 메시지 세부 정보가 CloudWatch에 기록됩니다.
describe import 예제:
aws dynamodb —endpoint-url $ENDPOINT describe-import —import-arn "arn:aws:dynamodb:useast-1:531234567890:table/target-table/import/01658530687105-e6035287"
{
"ImportTableDescription": {
"ImportArn": "arn:aws:dynamodb:us-east-1:ACCOUNT:table/target-table/import/01658530687105e6035287",
"ImportStatus": "FAILED",
"TableArn": "arn:aws:dynamodb:us-east-1:ACCOUNT:table/target-table",
"TableId": "e1215a82-b8d1-45a8-b2e2-14b9dd8eb9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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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Token": "3048e16a-069b-47a6-9dfb-9c259fd2fb6f",
"S3BucketSource": {
"S3BucketOwner": "531234567890",
"S3Bucket": "BUCKET_DOES_NOT_EXIST",
"S3KeyPrefix": "import-test"
},
"ErrorCount": 0,
"CloudWatchLogGroupArn": "arn:aws:logs:us-east-1:ACCOUNT:log-group:/aws-dynamodb/
imports:*",
"InputFormat": "CSV",
"InputCompressionType": "NONE",
"TableCreationParameters": {
"TableName": "target-table",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pk",
"AttributeType": "S"
}
],
"KeySchema": [
{
"AttributeName": "pk",
"KeyType": "HASH"
}
],
"BillingMode": "PAY_PER_REQUEST"
},
"StartTime": 1658530687.105,
"EndTime": 1658530701.873,
"ProcessedSizeBytes": 0,
"ProcessedItemCount": 0,
"ImportedItemCount": 0,
"FailureCode": "S3NoSuchBucket",
"FailureMessage": "The specified bucket does not exist (Service: Amazon S3; Status Code:
404; Error Code: NoSuchBucket; Request ID: Q4W6QYYFDWY6WAKH; S3 Extended Request ID:
ObqSlLeIMJpQqHLRX2C5Sy7n+8g6iGPwy7ixg7eEeTuEkg/+chU/JF+RbliWytMlkUlUcuCLTrI=; Proxy:
null)"
}
}

FailureCode는 S3NoSuchBucket이며, FailureMessag에는 요청 ID 및 오류가 발생한 서비스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테이블로 가져오기 전에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새 DynamoDB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데이터 가져오기가 시작된 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가져온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이 유지됩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소스 Amazon S3 버킷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Amazon S3로 DynamoDB 데이터 내보내기: 작동 방식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를 사용하면 특정 시점으로 복구 기간 내에 언제든지 Amazon DynamoDB 테
이블에서 Amazon S3 버킷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을 S3 버킷으로 내보내면
Athena, AWS Glue, Lake Formation 등의 다른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복잡한 쿼리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는 DynamoDB 테이블을 대규모로 내보내기 위한 완전
관리형 솔루션이며 테이블 스캔과 관련된 다른 해결 방법보다 훨씬 빠릅니다.
테이블 내보내기는 테이블의 읽기 용량을 사용하지 않으며 테이블 성능 및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를 다른 AWS 계정이 소유한 S3 버킷 및 해당 테이블이 있는 리전과 다른 리전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항상 종단 간 암호화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테이블 내보내기 요청 (p. 1256)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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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리전의 가용성과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요금을 참조하세요.
Amazon DynamoDB 테이블에서 Amazon S3 버킷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소스 테이블에서 특정 시점으
로 복구(PITR)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PITR 기간 내의 특정 시점부터 최대 35일까지의 테이블 데이터를 내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 (p. 650)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내보내기는 테이블의 읽기 용량을 사용하지 않으며 테이블 성능 및 가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를 다른 AWS 계정이 소유한 S3 버킷 및 해당 테이블이 있는 리전과 다른 리전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저장 전송 중에 항상 암호화됩니다.
데이터를 DynamoDB JSON 형식 또는 Amazon Ion 텍스트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객체 (p. 1260) 단원을 참조하세요.
해당 버킷에 쓸 수 있는 올바른 권한이 있으면 다른 계정이 소유한 S3 버킷으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
습니다. 대상 버킷이 소스 테이블과 다른 리전에 있어도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S3 설정 및 권
한 (p. 1257)을 참조하십시오.
최대 300개의 내보내기 태스크 또는 최대 100TB의 테이블 크기를 동시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요청 시간과 데이터 레이크 내보내기 요청에 포함되는 마지막 업데이트의 시간은 1분 시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 25분에 요청을 제출하면 출력에 최대 2시 24분까지 테이블에 커밋된 모든 데
이터가 포함되며 2시 26분 이후에 커밋된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시 24분~2시 26분 사이의 데이터
수정 사항은 출력에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보낸 데이터는 트랜잭션에서 일관성
이 없습니다.
AWS CloudTrail은 로깅, 지속적인 모니터링,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테이블 내보내기의 콘솔 및 API 작업을
모두 로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p. 1140)을 참조하십시
오.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는 테이블 스캔을 사용한 테이블 내보내기보다 더 빠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러나 내보내기 완료에 걸리는 정확한 시간은 테이블의 크기와 테이블 데이터의 분산 균일도에 따라 다릅니
다. 사용 사례에 실시간 분석이 포함되는 경우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mazon S3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주제
• DynamoDB에서 테이블 내보내기 요청 (p. 1256)
•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 출력 형식 (p. 1259)
• 다른 AWS 서비스에서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 사용 (p. 1262)

DynamoDB에서 테이블 내보내기 요청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를 사용하면 테이블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으로 내보낼 수 있으므로,
Athena, AWS Glue, Lake Formation 등의 다른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복잡한 쿼리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려면 먼저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액세스 (p. 57)을 참조하십시
오.
주제
• Amazon S3 설정 및 권한 (p. 1257)
•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내보내기 요청 (p. 1258)
•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이전 내보내기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p. 1258)
• AWS CLI를 사용하여 내보내기 요청 (p.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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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I에서 이전 내보내기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p. 1259)

Amazon S3 설정 및 권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Amazon S3 버킷으로 테이블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대상 버킷이 소스
테이블과 같은 리전에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예제에 나온 대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책에서 dynamodb:ExportTableToPointInTime 권한 외에도
s3:AbortMultipartUpload, s3:PutObject 및 s3:PutObjectAcl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Note
내보내려는 테이블이나 버킷이 고객 관리형 마스터 키로 암호화된 경우 해당 KMS 키의 정책은
DynamoDB에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모범 사례를 포함한 암
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가 AWS KMS를 사용하는 방법 및 사용자 지정 KMS 키 사
용을 참조하십시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DynamoDBExportAction",
"Effect": "Allow",
"Action": "dynamodb:ExportTableToPointInTime",
"Resource": "arn:aws:dynamodb:us-east-1:111122223333:table/my-table"
},
{
"Sid": "AllowWriteToDestinationBucket",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PutObject",
"s3:PutObjectAcl"
],
"Resource": "arn:aws:s3:::your-bucket/*"
}
]

다음 코드는 대상 계정에 있는 S3 버킷 정책의 예입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ExampleStatement",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23456789012:user/Dave"
},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PutObject",
"s3:PutObjectAcl"
],
"Resource": "arn:aws:s3:::awsexamplebucket1/*"
}
]

내보내기가 진행 중일 때 이러한 권한을 취소하면 부분 파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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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하여 내보내기 요청
다음 예제에서는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MusicCollection이라는 기존 테이블을 내보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ote
이 절차에서는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했다고 가정합니다. MusicCollection 테이블에 대
해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테이블의 개요 탭에 있는 테이블 세부 정보 섹션에서 특정 시점으로 복
구에 대해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내보내기를 요청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dynamodb/에서
DynamoDB 콘솔을 엽니다.

2.

콘솔 왼쪽의 탐색 창에서 S3로 내보내기(Exports to S3)를 선택합니다.

3.

[S3로 내보내기(Export to S3)]를 선택합니다.

4.

소스 테이블과 대상 S3 버킷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계정이 대상 버킷을 소유한 경우 S3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버킷의 URL을 s3://bucketname/prefix format.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prefix는 대상 버킷을 체계적으로 구성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
적 폴더입니다.

5.

기본적으로 테이블은 특정 시점으로 복구 기간 중 복원 가능한 마지막 시간부터 DynamoDB JSON 형식
으로 내보내고 Amazon S3 키(SSE-S3)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페이지의
추가 설정 섹션을 확장하고 원하는 내보내기 설정을 입력합니다.

Note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에 의해 보호되는 키를 사용하여 내보내기를 암호
화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해당 키는 대상 S3 버킷과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6.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이전 내보내기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이전에 실행한 내보내기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탐색 사이드바에서 스트림 및 내보내기를 클릭한 다음 내보내
기 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탭에는 지난 90일간 생성한 모든 내보내기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내보내기 탭에 나열된 태스크의 ARN을 선택하면 선택한 고급 구성 설정을 포함하여 해당 내보내기에
대한 정보가 검색됩니다. 내보내기 태스크 메타데이터는 90일이 지나면 만료되고 해당 기간보다 오래된 작
업은 이 목록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지만 S3 버킷의 객체는 버킷 정책에서 허용하는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DynamoDB는 내보내기 중 S3 버킷에서 생성하는 객체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내보내기 요청
다음 예제에서는 AWS CLI를 사용하여 MusicCollection이라는 기존 테이블을 ddb-exportmusiccollection이라는 S3 버킷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Note
이 절차에서는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활성화했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MusicCollection 테이블에 대해 이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aws dynamodb update-continuous-backups \
--table-name MusicCollection \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ointInTimeRecoveryEnabled=True

다음 명령은 MusicCollection을 접두사가 2020-Nov인 S3 버킷 ddb-exportmusiccollection-9012345678으로 내보냅니다. 테이블 데이터는 특정 시점으로 복구 기간 중 특정 시
간부터 DynamoDB JSON 형식으로 내보내고 Amazon S3 키(SSE-S3)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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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교차 계정 테이블 내보내기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s3 bucket-owner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
다.
aws dynamodb export-table-to-point-in-time \
--table-arn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MusicCollection \
--s3-bucket ddb-export-musiccollection-9012345678 \
--s3-prefix 2020-Nov \
--export-format DYNAMODB_JSON \
--export-time 1604632434 \
--s3-bucket-owner 9012345678 \
--s3-sse-algorithm AES256

Note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에 의해 보호되는 키를 사용하여 내보내기를 암호화하
도록 선택하는 경우 해당 키는 대상 S3 버킷과 동일한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AWS CLI에서 이전 내보내기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이전에 실행한 내보내기 태스크에 대한 정보는 list-exports 명령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
령은 지난 90일간 생성한 모든 내보내기의 목록을 반환합니다. 내보내기 태스크 메타데이터는 90일이 지나
면 만료되고 해당 기간보다 오래된 작업은 list-exports 명령에서 더 이상 반환하지 않지만 S3 버킷의 객
체는 버킷 정책에서 허용하는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DynamoDB는 내보내기 중 S3 버킷에서 생성하는 객체
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선택적 table-arn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특정 테이블의 내보내기만 나열합니다.
aws dynamodb list-exports \
--table-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ProductCatalog

특정 내보내기 태스크에 대해 고급 구성 설정을 포함하여 자세한 정보를 검색하려면 describe-export 명
령을 사용합니다.
aws dynamodb describe-export \
--export-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ProductCatalog/
export/01234567890123-a1b2c3d4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 출력 형식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에는 테이블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 외에 두 개의 매니페스트 파일이 포함됩니
다. 해당 파일은 모두 내보내기 요청 (p. 1256)에서 지정하는 Amazon S3 버킷에 저장됩니다. 다음 단원에서
는 각 출력 객체의 형식과 내용을 설명합니다.
주제
• 매니페스트 파일 (p. 1259)
• 데이터 객체 (p. 1260)

매니페스트 파일
DynamoDB는 두 개의 매니페스트 파일과 해당 체크섬 파일을 각 내보내기 요청에 지정된 S3 버킷에 생성합
니다.
export-prefix/AWSDynamoDB/ExportId/manifest-summary.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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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prefix/AWSDynamoDB/ExportId/manifest-summary.checksum
export-prefix/AWSDynamoDB/ExportId/manifest-files.json
export-prefix/AWSDynamoDB/ExportId/manifest-files.checksum

테이블 내보내기를 요청할 때 export-prefix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 S3 버킷의 파일을 정리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portId는 동일한 S3 버킷으로 여러 내보내기를 수행할 때 export-prefix가 서
로 덮어쓰지 않도록 하는 고유한 토큰입니다.

Note
또한 DynamoDB는 _started라는 빈 파일을 매니페스트 파일과 동일한 디렉터리에 생성합니다.
이 파일은 대상 버킷이 쓰기 가능하고 내보내기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파일은 삭제해도
됩니다.

요약 매니페스트
manifest-summary.json 파일에는 내보내기 작업에 대한 요약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다음
과 같습니다.
{

"version": "2020-06-30",
"export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ProductCatalog/
export/01234567890123-a1b2c3d4",
"startTime": "2020-11-04T07:28:34.028Z",
"endTime": "2020-11-04T07:33:43.897Z",
"tableArn": "arn:aws:dynamodb:us-east-1:123456789012:table/ProductCatalog",
"tableId": "12345a12-abcd-123a-ab12-1234abc12345",
"exportTime": "2020-11-04T07:28:34.028Z",
"s3Bucket": "ddb-productcatalog-export",
"s3Prefix": "2020-Nov",
"s3SseAlgorithm": "AES256",
"s3SseKmsKeyId": null,
"manifestFilesS3Key": "AWSDynamoDB/01345678901234-abc12345/manifest-files.json",
"billedSizeBytes": 0,
"itemCount": 8,
"outputFormat": "DYNAMODB_JSON"
}

파일 매니페스트
manifest-files.json 파일에는 내보낸 테이블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파일은 JSON 라인 형식이므로 줄 바꿈이 항목 구분 기호로 사용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파일 매니페스
트에 있는 한 데이터 파일의 세부 정보가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

"itemCount": 8,
"md5Checksum": "sQMSpEILNgoQmarvDFonGQ==",
"etag": "af83d6f217c19b8b0fff8023d8ca4716-1",
"dataFileS3Key": "AWSDynamoDB/11111111111111-22222222/data/33334444EXAMPLE.json.gz"

데이터 객체
DynamoDB는 테이블 데이터를 DynamoDB JSON 및 Amazon Ion의 두 가지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형식과 관계없이 데이터는 manifest-files.json 파일에 있는 키로 명명되는 여러 압축 파일에
기록됩니다.
export-prefix/AWSDynamoDB/ExportId/data/bafybeiczss3yxay3o4abnabbb.json.gz
export-prefix/AWSDynamoDB/ExportId/data/gkes5o3lnrhoznhnkyax3hxvya.json.g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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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JSON
DynamoDB JSON 형식의 테이블 내보내기는 여러 Item 객체로 구성됩니다. 개별 객체는 DynamoDB의 표
준 마샬링된 JSON 형식입니다.
DynamoDB JSON 내보내기 데이터의 사용자 지정 구문 분석기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형식이 JSON 라인이
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즉, 줄 바꿈이 항목 구분 기호로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Athena, AWS Glue 등의 여
러 AWS 서비스에서 이 형식을 자동으로 구문 분석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DynamoDB JSON 내보내기의 단일 항목이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

"Item":{
"Authors":{
"SS":[
"Author1",
"Author2"
]
},
"Dimensions":{
"S":"8.5 x 11.0 x 1.5"
},
"ISBN":{
"S":"333-3333333333"
},
"Id":{
"N":"103"
},
"InPublication":{
"BOOL":false
},
"PageCount":{
"N":"600"
},
"Price":{
"N":"2000"
},
"ProductCategory":{
"S":"Book"
},
"Title":{
"S":"Book 103 Title"
}
}

Amazon Ion
Amazon ion은 대규모 서비스 중심 아키텍처를 엔지니어링할 때 매일 직면하는 신속한 개발, 분리, 효율성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드된 서식 있는 자기 기술형 계층적 데이터 직렬화 형식입니다. DynamoDB는 JSON
의 상위 집합인 Ion 텍스트 형식으로 테이블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Ion 형식으로 내보내면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DynamoDB 데이터 유형이 Ion 데이터 유형에 매핑됩
니다. DynamoDB 세트는 Ion 형식 주석을 사용하여 소스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을 구분합니다.

Ion 데이터 형식으로 DynamoDB 변환
DynamoDB 데이터 형식

Ion 표현

문자열(S)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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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데이터 형식

Ion 표현

Boolean(BOOL)

bool

숫자(N)

decimal

이진수(B)

blob

세트(SS, NSS, BS)

list(유형 주석 $dynamodb_SS, $dynamodb_NS 또
는 $dynamodb_BS 사용)

목록

list

맵

struct

Ion 내보내기의 항목은 줄 바꿈으로 구분됩니다. 각 줄은 Ion 버전 마커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Ion 형식의 항
목이 표시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Ion 내보내기의 항목이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 여러 줄 형식으로 되어 있
습니다.
$ion_1_0 {
Item:{
Authors:$dynamodb_SS::["Author1","Author2"],
Dimensions:"8.5 x 11.0 x 1.5",
ISBN:"333-3333333333",
Id:103.,
InPublication:false,
PageCount:6d2,
Price:2d3,
ProductCategory:"Book",
Title:"Book 103 Title"
}
}

다른 AWS 서비스에서 DynamoDB 테이블 내보내기 사용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Amazon S3 로 내보내면 다른 다양한 AWS 서비스에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내보낸 데이터를 쿼리하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Amazon Athena에서 내보내기 사용
Amazon Athena는 표준 SQL을 사용해 Amazon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대화식 쿼리
서비스입니다. Athena는 서버리스 서비스이므로 관리할 인프라가 없으며 실행한 쿼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
불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thena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WS Glue에서 내보내기 사용
AWS Glue는 분석할 데이터를 쉽게 로드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추출, 변환, 로드(ETL) 서비스입니다. AWS
Glue 시각적 편집기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ETL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AWS Glue에 데이터를
가리키기만 하면 AWS Glue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관련 메타데이터(테이블 정의, 스키마 등)를 AWS Glue
Data Catalog에 저장합니다. 카탈로그로 만들어지면 데이터를 즉시 검색하고 쿼리하고 ETL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 Lake Formation에서 내보내기 사용
AWS Lake Formation을 사용하면 며칠 안에 안전한 데이터 레이크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
크는 모든 데이터를 원래 형식과 분석을 위한 형식 모두로 저장하는 큐레이팅된 중앙 집중식 보안 리포지토
리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하면 데이터 사일로를 분해하고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결합하여 인사이트를
얻고 더 나은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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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는 작업은 아주 간단해서, 데이터 소스와 적용할 데이
터 액세스 및 보안 정책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Lake Form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객체 스
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카탈로그화하고, 데이터를 새로운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하고,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 및 분류하고, 중요한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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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량
이 단원에서는 Amazon DynamoDB 내의 현재 할당량(이전에는 제한이라고 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할당
량은 다르게 지정되지 않는 한 리전별로 적용됩니다.
주제
• 읽기/쓰기 용량 모드 및 처리량 (p. 1264)
• 테이블 (p. 1266)
• 전역 테이블 (p. 1267)
• 보조 인덱스 (p. 1267)
• 파티션 키와 정렬 키 (p. 1268)
• 이름 지정 규칙 (p. 1268)
• 데이터 유형 (p. 1269)
• 항목 (p. 1269)
• Attributes (p. 1270)
• 표현식 파라미터 (p. 1270)
• DynamoDB Transactions (p. 1271)
• DynamoDB Streams (p. 1271)
• DynamoDB Accelerator(DAX) (p. 1272)
• API별 제한 (p. 1272)
•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1273)
• Amazon S3로 테이블 내보내기 (p. 1274)
• 백업 및 복원 (p. 1274)

읽기/쓰기 용량 모드 및 처리량
24시간마다 한 번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프로비저닝된 모드 테이블을 온
디맨드 모드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24시간 내에 프로비저닝된 모드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량 단위 크기(프로비저닝된 테이블의 경우)
읽기 용량 단위 1 = 초당 강력히 일관된 읽기 1 또는 초당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2(최대 4KB 크기 항목의
경우).
쓰기 용량 단위 1 = 초당 쓰기 1(최대 1KB 크기 항목의 경우)
트랜잭션 읽기 요청은 최대 4KB 크기 항목의 초당 1회 읽기를 수행하는 데 2개의 읽기 용량 단위가 필요합니
다.
트랜잭션 쓰기 요청은 최대 1KB 크기 항목의 초당 1회 쓰기를 수행하는 데 2개의 쓰기 용량 단위가 필요합니
다.

요청 단위 크기(온디맨드 테이블의 경우)
읽기 요청 단위 1 = 강력히 일관된 읽기 1 또는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 2(최대 4KB 크기 항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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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요청 단위 1 = 쓰기 1(최대 1KB 크기 항목의 경우)
트랜잭션 읽기 요청은 최대 4KB 크기 항목의 1회 읽기를 수행하는 데 2개의 읽기 요청 단위가 필요합니다.
트랜잭션 쓰기 요청은 최대 1KB 크기 항목의 1회 쓰기를 수행하는 데 2개의 쓰기 요청 단위가 필요합니다.

처리량 기본 할당량
AWS는 계정이 각 리전에서 프로비저닝하고 소비할 수 있는 처리량에 몇 가지 기본 할당량을 둡니다.
계정 수준 읽기 처리량 및 계정 수준 쓰기 처리량 할당량은 계정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정 수준 할
당량은 해당 리전의 모든 계정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용량의 합계에 적
용됩니다. 모든 계정의 사용 가능 처리량은 한 테이블 또는 여러 테이블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할당량은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블에만 적용됩니다.
테이블 수준 읽기 처리량 및 테이블 수준 쓰기 처리량 할당량은 테이블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테이블
수준 할당량은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블과 온디맨드 용량 모드를 사용하는 테이블에 적용
됩니다. 이러한 테이블 수준 할당량은 테이블 처리량과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 처리량의 합계에 적용됩니
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계정에 적용되는 처리량 할당량입니다.
온디맨드

프로비저닝됨

조정 가능

Per table

40,000 read
request units
and 40,000 write
request units

40,000 read
capacity units
and 40,000 write
capacity units

예

Per account

Not applicable

80,000 read
capacity units
and 80,000 write
capacity units

예

Minimum throughput
for any table or
global secondary
index

Not applicable

1 read capacity
unit and 1 write
capacity unit

예

Service Quotas 콘솔, AWS API 및 AWS CLI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한 할당량에 대한 할당량 증
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정 수준 처리량 할당량의 경우 Service Quotas 콘솔, AWS CloudWatch 콘솔, AWS API 및 AWS CLI를
사용해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하여 현재 사용량이 적용된 할당량 값의 지정된 비율에 도달하면 자동으
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oudWatch를 사용하면 AccountProvisionedReadCapacityUnits 및
AccountProvisionedWriteCapacityUnits AWS 사용량 지표를 확인하여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량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사용량 지표를 참조하세요.

처리량 늘리기 또는 줄이기(프로비저닝된 테이블의 경
우)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늘리기
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UpdateTable 작업을 사용하여 필요한 만큼 자주 ReadCapacityUnits
또는 WriteCapacityUnits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단일 호출에서 테이블, 해당 테이블의 모든 글로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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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또는 테이블과 인덱스 조합의 할당된 처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새 설정은 UpdateTable 작업이
완료된 후에 적용됩니다.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추가할 때는 계정당 할당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DynamoDB가 프로비저닝된 용량이
너무 빠르게 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테이블의 할당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계정당 할당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처리량 기본 할당량 (p. 1265) 단원을
참조하세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줄이기
UpdateTable 작업의 모든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해 ReadCapacityUnits 또는
WriteCapacityUnits(또는 둘 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 설정은 UpdateTable 작업이 완료된 후에 적
용됩니다.
DynamoDB 테이블에서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된 용량 감소 횟수에는 기본 할당량이 있습니다.
하루는 협정 세계시(UTC)에 따라 정의됩니다. 특정 일에 아직 용량 감소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한 시간 내에
최대 4회 용량 감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전 시간에 용량 감소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시간당 1
회 추가 용량 감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에 줄일 수 있는 최대 횟수를 27회로 설정할 수 있습
니다(처음 1시간 동안 4회 줄이기, 이후 1시간마다 1회 줄이기(당일 기준)).
Service Quotas 콘솔, AWS API 및 AWS CLI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테이블 감소 제한과 글로벌 보조 인덱스 감소 제한은 별개이므로 특정 테이블에 대한 모든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자체 감소 제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단일 요청이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대
한 처리량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현재 제한을 초과하게 되면 요청이 거부됩니다. 요
청은 부분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mple
하루의 첫 4시간 동안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의 WriteCapacityUnits 또는 ReadCapacityUnits(또는 둘 다)를 네 번 감소합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WriteCapacityUnits 또는 ReadCapacityUnits(또는 둘 다)를 네 번 감소합니
다.
같은 날의 종료 시간에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 처리량은 잠재적으로 각각 총 27회 감소될 수 있습니
다.

테이블
테이블 크기
테이블 크기는 실제로 제한이 없습니다. 테이블은 항목 수 또는 바이트 수에서 제약이 없습니다.

계정당 최대 테이블 수(리전당)
임의의 AWS 계정에 대해 AWS 리전당 2,500개 테이블의 초기 할당량이 있습니다.
Service Quotas 콘솔, AWS API 및 AWS CLI를 사용하여 계정의 최대 테이블 수에 대한 기본 할당량 및 적용
된 할당량 값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WS Support에 티켓을 제출하여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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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Quotas 콘솔, AWS API 및 AWS CLI를 사용해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하여 현재 사용량이 현재 할
당량의 지정된 비율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oudWatch를 사용하면 TableCount
AWS 사용량 지표를 확인하여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량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사용량 지표를 참조하세요.

전역 테이블
AWS는 전역 테이블을 사용할 때 프로비저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처리량에 몇 가지 기본 할당량을 두고 있
습니다.
온디맨드

프로비저닝됨

Per table

40,000 read request
units and 40,000 write
request units

40,000 read capacity
units and 40,000 write
capacity units

Per table, per
destination Region, per
day

10 TB for all source
tables to which a
replica was added for
this destination Region

10 TB for all source
tables to which a
replica was added for
this destination Region

쓰기 용량 단위(WCU) 40,000 이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테이블에 대한 복제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복제
본 WCU 할당량에 대한 서비스 할당량 증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서비스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려면https://
aws.amazon.com/support를 참조하세요.
24시간 내에 하나의 대상 리전에 총 합계가 10TB를 초과하는 복제본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 복제본 데이터
채우기 할당량에 대한 서비스 할당량 증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트랜잭션 작업은 원래 쓰기 작업이 실행된 AWS 리전에서만 ACID(원자성, 일관성, 격리 및 내구성) 보장
을 제공합니다. 전역 테이블에서는 트랜잭션이 리전 간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오하이
오) 및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에 복제본이 있는 전역 테이블이 있고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TransactWriteItems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복제될 때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
에서 부분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소스 리전에서 커밋된 이후에만 다른
리전에 복제됩니다.

보조 인덱스
테이블당 보조 인덱스
최대 5개 로컬 보조 인덱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블당 20개의 글로벌 보조 인덱스 할당량이 있습니다. Service Quotas 콘솔, AWS API 및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당 글로벌 보조 인덱스 수에 대해 기본 할당량 및 계정에 적용된 현재 할당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https://aws.amazon.com/support에 티켓을 제출하
여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UpdateTable 작업마다 생성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1개로 제한됩니다.

테이블당 프로젝션된 보조 인덱스 속성
테이블의 모든 로컬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 속성을 총 100개까지 프로젝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프
로젝션 속성에만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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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Table 작업에서 INCLUDE의 ProjectionType을 지정할 경우 모든 보조 인덱스에서 합계한
NonKeyAttributes에 지정되는 속성의 총 개수는 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일한 속성을 2개의 다
른 인덱스에 프로젝션할 경우 합계를 확인할 때 2개의 서로 다른 속성으로 계산됩니다.
이 제한은 ProjectionType이 KEYS_ONLY 또는 ALL인 보조 인덱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티션 키와 정렬 키
파티션 키 길이
파티션 키 값의 최소 길이는 1바이트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바이트입니다.

파티션 키 값
고유 파티션 키 값의 수는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에 대해 실제로 제한이 없습니다.

정렬 키 길이
정렬 키 값의 최소 길이는 1바이트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바이트입니다.

정렬 키 값
일반적으로 파티션 키 값당 고유 정렬 키 값의 수는 실제로 제한이 없습니다.
보조 인덱스를 포함하는 테이블은 예외입니다. 항목 컬렉션은 동일한 파티션 키 속성 값을 가진 항목 세트입
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항목 컬렉션은 기본 테이블과 독립적이며 다른 파티션 키 속성을 가질 수 있지
만,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는 인덱싱된 뷰가 테이블의 항목과 동일한 파티션에 콜로케이션되며 동일한 파티션
키 속성을 공유합니다. 이 로컬리티 때문에 테이블에 하나 이상의 LSI가 있는 경우 항목 컬렉션을 여러 파티
션에 배포할 수 없습니다.
LSI가 하나 이상 있는 테이블의 경우 항목 컬렉션(모든 기본 테이블 항목 및 파티션 키 속성 값이 동일한 모든
프로젝션된 LSI 보기 포함)의 크기가 10G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티션의 최대 크기는 10GB이기 때문입
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항목 컬렉션 크기 제한 (p. 542)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름 지정 규칙
테이블 이름 및 보조 인덱스 이름
테이블 및 보조 인덱스의 이름은 3자 이상이어야 하며 25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허용된 문자입니
다.
• A-Z
• a-z
• 0-9
• _ (밑줄)
• - (하이픈)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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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이름
일반적으로 속성 이름은 1자 이상이어야 하며 64K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 이름은 255자 이내여야 합니다.
• 보조 인덱스 파티션 키 이름
• 보조 인덱스 정렬 키 이름
• 사용자 지정 프로젝션 속성 이름(로컬 보조 인덱스에만 적용 가능). CreateTable 작업에서 INCLUDE의
ProjectionType을 지정할 경우 NonKeyAttributes 파라미터에 있는 속성 이름의 길이가 제한됩니
다. KEYS_ONLY 및 ALL 프로젝션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성 이름은 UTF-8로 인코딩해야 하며, 인코딩 후 각 이름의 총 크기가 255바이트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데이터 유형
문자열
문자열 길이는 최대 항목 크기 400KB의 제한을 받습니다.
문자열은 UTF-8 이진수 인코딩을 사용하는 유니코드입니다. UTF-8은 가변 폭 인코딩이므로, DynamoDB는
문자열의 길이를 UTF-8 바이트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숫자
숫자는 최대 38자리 정밀도의 양수, 음수 또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의 범위: 1E-130 ~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E+125
• 음의 범위: -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9E+125 ~ -1E-130
DynamoDB는 요청 및 응답에서 JSON 문자열을 사용하여 숫자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하위 수준 API (p. 158)을 참조하십시오.
숫자 정밀도가 중요한 경우에는 숫자 형식에서 변환된 문자열을 사용하여 숫자를 DynamoDB로 전달해야 합
니다.

이진수
이진수 길이는 최대 항목 크기 400KB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진 속성을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를 DynamoDB로 보내기 전에 Base64 형식으로 인코딩해
야 합니다. DynamoDB가 데이터를 받아 부호가 없는 바이트 배열로 디코딩하고 속성 길이로 사용합니다.

항목
항목 크기
DynamoDB에서 최대 항목 크기가 400K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속성 이름 이진 길이(UTF-8 길이)
와 속성 값 길이(이진 길이)가 모두 포함됩니다. 속성 이름은 크기 제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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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속성이 2개인 항목이 있습니다. 한 속성은 이름이 "shirt-color"이고 값이 "R"이며 다른 속성은 이름
이 "shirt-size"이고 값이 "M"입니다. 해당 항목의 총 크기는 23바이트입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의 항목 크기
테이블에 있는 각 로컬 보조 인덱스의 경우 다음의 전체 크기에 400KB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 테이블에 있는 항목의 데이터 크기
• 모든 로컬 보조 인덱스에서 해당 항목(키 값 및 프로젝션 속성 포함)의 크기입니다.

Attributes
항목별 속성 이름-값 페어
항목당 속성 누적 크기는 최대 DynamoDB 항목 크기(400KB) 이내여야 합니다.

목록, 맵 또는 세트의 값 수
목록, 맵 또는 집합 내 값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값을 포함하는 항목이 400KB 항목 크기 제한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속성 값
속성이 테이블 또는 인덱스의 키 속성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빈 문자열 및 이진 속성 값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빈 문자열 및 이진 값은 집합, 목록 및 맵 형식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값은 빈 집합(문자열 집
합, 숫자 집합 또는 이진 집합)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빈 목록 및 맵은 허용됩니다.

속성 중첩 깊이
DynamoDB는 최대 32개 수준 깊이까지 중첩된 속성을 지원합니다.

표현식 파라미터
표현식 파라미터는 ProjectionExpression, ConditionExpression, UpdateExpression 및
FilterExpression을 포함합니다.

길이
표현식 문자열의 최대 길이는 4KB입니다. 예를 들어, ConditionExpression a=b의 크기는 3바이트입니
다.
표현식 속성 이름 또는 표현식 속성 값 하나의 최대 길이는 255바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name은 5바이트
이고, :val은 4바이트입니다.
한 표현식에서 모든 치환 변수의 최대 길이는 2MB입니다. 이 길이는 모든 ExpressionAttributeNames
및 ExpressionAttributeValues의 길이의 합계입니다.

연산자 및 피연산자
UpdateExpression에 허용된 최대 연산자 또는 함수의 수는 300개입니다. 예를 들어 UpdateExpression
SET a = :val1 + :val2 + :val3에 2개의 "+" 연산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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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비교기의 최대 피연산자 수는 100개입니다.

예약어
DynamoDB는 예약어와 충돌하는 이름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전체 목록은 DynamoDB의 예약
어 (p. 1332) 단원을 참조하세요.)
하지만 표현식 파라미터에 예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ExpressionAttributeNames도 지정해야 합니
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p. 355)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 Transactions
DynamoDB 트랜잭션 API 작업의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랜잭션은 고유 항목을 100개 이상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트랜잭션은 4MB를 초과하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트랜잭션에서 동일한 테이블의 동일한 항목에 대해 두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한 트랜잭션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ConditionCheck 작업과 Update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
다.
• 하나의 트랜잭션을 여러 AWS 계정 또는 리전의 테이블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 트랜잭션 작업은 원래 쓰기 작업이 실행된 AWS 리전에서만 ACID(원자성, 일관성, 격리 및 내구성) 보장
을 제공합니다. 전역 테이블에서는 트랜잭션이 리전 간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오하이
오) 및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에 복제본이 있는 전역 테이블이 있고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TransactWriteItems 작업을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복제될 때 미국 서부(오레
곤) 리전에서 부분적으로 완료된 트랜잭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소스 리전에서 커밋된 이후
에만 다른 리전에 복제됩니다.

DynamoDB Streams
DynamoDB Streams 내 샤드의 동시 리더
글로벌 테이블이 아닌 단일 리전 테이블의 경우 최대 2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동일 DynamoDB Streams 샤
드에서 읽기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초과하면 요청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테이블의 경우 요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동시 리더 수를 1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DynamoDB Streams가 활성화된 테이블에 대한 최대
쓰기 용량
AWS는 DynamoDB Streams이 활성화된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쓰기 용량에 몇 가지 기본 할당량을 둡
니다. 이러한 기본 할당량은 프로비저닝된 읽기/쓰기 용량 모드의 테이블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은 기본적으
로 계정에 적용되는 처리량 할당량입니다.
•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미국 동부(오하이오),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미국 서부(오레곤), 남아메리
카(상파울루), EU(프랑크푸르트), EU(아일랜드), 아시아 태평양(도쿄), 아시아 태평양(서울), 아시아 태평
양(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중국(베이징) 리전:
• 테이블당 - 쓰기 용량 단위 40,000
• 기타 모든 리전:
• 테이블당 - 쓰기 용량 단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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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Quotas 콘솔, AWS API 및 AWS CLI를 사용하여 DynamoDB Streams가 활성화된 테이블의 최대 쓰
기 용량에 대해 기본 할당량 및 계정에 적용된 현재 할당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WS Support에 티켓을 제출하여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Note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할당량은 DynamoDB Streams가 활성화된 DynamoDB 테이블에도 적용됩니
다. Streams가 활성화된 테이블의 쓰기 용량에 대한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 이 테이블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 용량 증가도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처리량 기본 할당량을 참조하세
요. 또한 더 높은 처리량의 DynamoDB Streams를 처리할 때는 다른 할당량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Streams API 참조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DynamoDB Accelerator(DAX)
AWS 리전 가용성
DAX를 사용할 수 있는 AWS 리전 목록은 AWS 일반 참조의 DynamoDB Accelerator(DAX) 단원을 참조하세
요.

Nodes(노드)
DAX 클러스터는 정확히 1개의 프라이머리 노드와 0~10개 사이의 읽기 전용 복제본 노드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AWS 리전에서 AWS 계정당 총 노드 수는 50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라미터 그룹
리전마다 최대 20개의 DAX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브넷 그룹 수
리전마다 최대 50개의 DAX 서브넷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브넷 그룹 내에서는 최대 20개까지 서브넷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API별 제한
CreateTable/UpdateTable/DeleteTable
일반적으로 최대 500개의 CreateTable, UpdateTable 및 DeleteTable 요청을 임의의 조합으로 동
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REATING, UPDATING 또는 DELETING 상태의 총 테이블 수가 5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rvice Quotas 콘솔, AWS API 및 AWS CLI를 사용하여 컨트롤 플레인 동시 작업 수에 대한 기본 할당
량 및 적용된 할당량 값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WS Support에 티
켓을 제출하여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BatchGetItem
단일 BatchGetItem 작업은 최대 100개의 항목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모든 항목의 전체 크
기는 16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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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WriteItem
단일 BatchWriteItem 작업은 최대 25개의 PutItem 또는 DeleteItem 요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쓰여진 모든 항목의 전체 크기는 16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DescribeTableReplicaAutoScaling
DescribeTableReplicaAutoScaling 방법은 초당 10개의 요청만 지원합니다.
DescribeLimits
DescribeLimits는 주기적으로만 호출해야 합니다. 1분에 두 번 이상 호출하는 경우 병목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DescribeContributorInsights/ListContributorInsights/UpdateContributorInsights
DescribeContributorInsights, ListContributorInsights,
UpdateContributorInsights는 주기적으로만 호출해야 합니다. 각 API에 대해 DynamoDB 는 초당
5개의 요청만 지원합니다.
Query
Query의 결과 집합은 호출당 1MB로 제한됩니다. 쿼리 응답의 LastEvaluatedKey를 사용하여 더 많
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Scan
Scan의 결과 집합은 호출당 1MB로 제한됩니다. 스캔 응답의 LastEvaluatedKey를 사용하여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UpdateTableReplicaAutoScaling
UpdateTableReplicaAutoScaling 메서드는 초당 10개의 요청만 지원합니다.
UpdateTableTimeToLive
UpdateTableTimeToLive 메서드는 시간당 지정된 테이블당 Time to Live (TTL)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 요청을 하나만 지원합니다. 이 변경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동일한 테이블에 대한 추가 UpdateTimeToLive 호출을 수행하면 ValidationException이
발생합니다.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화
AWS 소유 키, AWS 관리형 키 및 고객 관리형 키 간의 전환은 테이블 생성 시점을 기점으로 테이블당 24시
간마다 최대 4회까지 언제든 허용됩니다. 지난 6시간 내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
에 따라 하루에 변경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8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처음 6시간 동안 4회 변경, 이후 6시간
마다 1회 변경(당일 기준)).
위의 할당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필요한 횟수만큼 AWS 소유 키를 사용하도록 암호화 키를 전환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할당량은 용량 증가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비스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려면 https://
aws.amazon.com/support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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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로 테이블 내보내기
최대 300개의 동시 내보내기 태스크 또는 모든 진행 중인 테이블 내보내기에서 최대 총 100TB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제한 모두 내보내기가 대기열에 추가되기 전에 확인됩니다.

백업 및 복원
DynamoDB 온디맨드 백업을 통해 복원하는 경우 총 50TB에 해당하는 최대 4개의 동시 복원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AWS Backup을 통해 복원하는 경우 총 25TB에 해당하는 최대 4개의 동시 복원을 실행할 수 있습니
다. 백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사용 (p. 629)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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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수준 API 참조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는 다음이 지원하는 전체 작업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DynamoDB
• DynamoDB Streams입니다.
• DynamoDB Accelerator(D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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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부록
주제
• SSL/TLS 연결 설정 문제 해결 (p. 1276)
• 예시 테이블 및 데이터 (p. 1278)
•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p. 1287)
• AWS SDK for Python (Boto)을 사용하는 DynamoDB 예시 애플리케이션: Tic-Tac-Toe (p. 1303)
•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하여 DynamoDB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p. 1322)
• Titan용 Amazon DynamoDB 스토리지 백엔드 (p. 1331)
• DynamoDB의 예약어 (p. 1332)
• 기존 조건부 파라미터 (p. 1340)
• 이전 하위 수준 API 버전(2011-12-05) (p. 1358)
• AWS SDK for Java 1.x 예제 (p. 1417)

SSL/TLS 연결 설정 문제 해결
Amazon DynamoDB는 타사 인증 기관 대신 ATS(Amazon Trust Services) 인증 기관에서 서명한 보안 인증
서로 엔드포인트를 옮기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Amazon Trust Services에서 발급한 보안 인증서로 EUWEST-3(파리) 리전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 시작된 모든 새 리전에는 Amazon Trust Services에
서 발급한 보안 인증서가 포함된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SSL/TLS 연결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테스트
대부분의 AWS SDK 및 Command Line Interface(CLI)는 Amazon Trust Services 인증 기관을 지원합니다.
2013년 10월 29일 이전에 릴리스된 AWS SDK for Python 또는 CLI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NET, Java, PHP, Go, JavaScript 및 C++ SDK와 CLI는 인증서를 번들하지 않으며, 해당 인증
서는 기본 운영 체제에서 제공됩니다. Ruby SDK에는 2015년 6월 10일 이후의 필수 CA가 하나 이상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 날짜 이전의 Ruby V2 SDK는 인증서를 번들하지 않습니다. 미지원, 사용자 지정 또는 수정된
AWS SDK 버전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트러스트 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 Amazon Trust Services 인증
기관에 필요한 지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DynamoDB 엔드포인트에 대한 액세스를 확인하려면 EU-WEST-3 리전에서 DynamoDB API 또는
DynamoDB Streams API에 액세스하는 테스트를 개발하고 TLS 핸드셰이크가 성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에서 액세스해야 하는 특정 엔드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DynamoDB: https://dynamodb.eu-west-3.amazonaws.com
• DynamoDB Streams: https://streams.dynamodb.eu-west-3.amazonaws.com
애플리케이션이 Amazon Trust Services 인증 기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실패 중 하나가 표시
됩니다.
• SSL/TLS 협상 오류
• 소프트웨어에서 SSL/TLS 협상 실패를 나타내는 오류가 수신되기 전까지 오래 지연되었습니다. 지연 시간
은 클라이언트의 재시도 전략과 제한 시간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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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브라우저 테스트
브라우저가 Amazon DynamoDB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https://dynamodb.euwest-3.amazonaws.com URL을 여세요. 테스트에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healthy: dynamodb.eu-west-3.amazonaws.com

테스트가 실패하면 https://untrusted-root.badssl.com/과 유사한 오류가 표시됩니다.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DynamoDB 또는 DynamoDB Streams API 엔드포인트(브라우저를 통해서든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든 관계없
음)에 액세스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CA 중 하나를 아직 지원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신뢰
하는 CA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Amazon Root CA 1
• Starfield Services Root Certificate Authority - G2
• Starfield Class 2 Certification Authority
클라이언트가 이미 위의 3개 CA 중 하나라도 신뢰하는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는 DynamoDB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신뢰하며 다른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위의 CA 중 어느 것도 아직 신뢰하
지 않는 경우 DynamoDB 또는 DynamoDB Streams API에 대한 HTTPS 연결이 실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aws.amazon.com/blogs/security/how-to-prepare-for-aws-move-to-its-own-certificate-authority/의 블로
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업데이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여 브라우저의 인증서 번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브라우저에 대
한 지침은 브라우저의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Chrome: https://support.google.com/chrome/answer/95414?hl=en
• Firefox: https://support.mozilla.org/en-US/kb/update-firefox-latest-version
• Safari: https://support.apple.com/en-us/HT204416
• Internet Explorer: https://support.microsoft.com/en-us/help/17295/windows-internet-explorer-whichversion#ie=other

수동으로 인증서 번들 업데이트
DynamoDB API 또는 DynamoDB Streams API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 번들을 업데이트해야 합니
다. 업데이트하려면 필수 CA 중 하나 이상을 가져와야 합니다. https://www.amazontrust.com/repository/에서
해당 CA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 체제 및 프로그래밍 언어는 Amazon Trust Services 인증서를 지원합니다.
• 2005년 1월 이후 업데이트가 설치된 Microsoft Windows 버전,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Server 2008 및 최신 버전
• MacOS X 10.4 릴리스 5용 Java가 설치된 Mac OS X 10.4, Mac OS X 10.5 이상 버전
• Red Hat Enterprise Linux 5(2007년 3월), Linux 6 및 Linux 7과 CentOS 5, CentOS 6 및 CentOS 7
• Ubuntu 8.10
• Debian 5.0
• Amazon Linux(모든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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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1.4.2_12, Java 5 업데이트 2 및 Java 6, Java 7 및 Java 8을 비롯한 모든 최신 버전
계속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설명서, OS 공급업체에 문의하거나 AWS
Support(https://aws.amazon.com/support)에 문의하세요.

예시 테이블 및 데이터
이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에서는 샘플 테이블을 사용하여 DynamoDB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합
니다.
테이블 이름

기본 키

ProductCatalog

단순 기본 키:
• Id (번호)

포럼

단순 기본 키:
• Name (문자열)

Thread

복합 기본 키:
• ForumName (문자열)
• Subject (문자열)

Reply

복합 기본 키:
• Id (문자열)
• ReplyDateTime (문자열)

Reply 테이블에는 PostedBy-Message-Index라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 Reply 테이블
의 키가 아닌 속성 2개에 대한 쿼리를 지원합니다.
인덱스 이름

기본 키

PostedBy-Message-Index

복합 기본 키:
• PostedBy (문자열)
• Message (문자열)

이러한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사용 사례 1: 제품 카탈로그 (p. 266) 및 사용 사례 2: 포럼 애플리
케이션 (p. 266))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데이터 파일
주제
• ProductCatalog 샘플 데이터 (p. 1279)
• Forum 샘플 데이터 (p. 1283)
• Thread 샘플 데이터 (p. 1284)
• Reply 샘플 데이터 (p.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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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원에서는 ProductCatalog, Forum, Thread 및 Reply 테이블을 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샘플 데이터 파
일을 예시합니다.
각 데이터 파일은 여러 PutRequest 요소를 포함하는데, 각 요소에는 하나의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PutRequest 요소는 AWS CLI(AWS 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BatchWriteItem 작업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단계: 표에 데이터 로드 (p. 268)의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 단원을 참조하세요.

ProductCatalog 샘플 데이터
{

"ProductCatalog": [
{
"PutRequest": {
"Item": {
"Id": {
"N": "101"
},
"Title": {
"S": "Book 101 Title"
},
"ISBN": {
"S": "111-1111111111"
},
"Authors": {
"L": [
{
"S": "Author1"
}
]
},
"Price": {
"N": "2"
},
"Dimensions": {
"S": "8.5 x 11.0 x 0.5"
},
"PageCount": {
"N": "500"
},
"InPublication": {
"BOOL": true
},
"ProductCategory": {
"S": "Book"
}
}
}
},
{
"PutRequest": {
"Item": {
"Id": {
"N": "102"
},
"Title": {
"S": "Book 102 Title"
},
"ISBN": {
"S": "222-2222222222"
},
"Auth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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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
{
}

},
{

}

}

"S": "Author1"
"S": "Author2"

]
},
"Price": {
"N": "20"
},
"Dimensions": {
"S": "8.5 x 11.0 x 0.8"
},
"PageCount": {
"N": "600"
},
"InPublication": {
"BOOL": true
},
"ProductCategory": {
"S": "Book"
}

"PutRequest": {
"Item": {
"Id": {
"N": "103"
},
"Title": {
"S": "Book 103 Title"
},
"ISBN": {
"S": "333-3333333333"
},
"Authors": {
"L": [
{
"S": "Author1"
},
{
"S": "Author2"
}
]
},
"Price": {
"N": "2000"
},
"Dimensions": {
"S": "8.5 x 11.0 x 1.5"
},
"PageCount": {
"N": "600"
},
"InPublication": {
"BOOL": false
},
"ProductCategory": {
"S": "Boo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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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utRequest": {
"Item": {
"Id": {
"N": "201"
},
"Title": {
"S": "18-Bike-201"
},
"Description": {
"S": "201 Description"
},
"BicycleType": {
"S": "Road"
},
"Brand": {
"S": "Mountain A"
},
"Price": {
"N": "100"
},
"Color": {
"L": [
{
"S": "Red"
},
{
"S": "Black"
}
]
},
"ProductCategory": {
"S": "Bicycle"
}
}
}
"PutRequest": {
"Item": {
"Id": {
"N": "202"
},
"Title": {
"S": "21-Bike-202"
},
"Description": {
"S": "202 Description"
},
"BicycleType": {
"S": "Road"
},
"Brand": {
"S": "Brand-Company A"
},
"Price": {
"N": "200"
},
"Color": {
"L": [
{
"S": "Green"
},
{
"S":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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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ProductCategory": {
"S": "Bicycle"
}

"PutRequest": {
"Item": {
"Id": {
"N": "203"
},
"Title": {
"S": "19-Bike-203"
},
"Description": {
"S": "203 Description"
},
"BicycleType": {
"S": "Road"
},
"Brand": {
"S": "Brand-Company B"
},
"Price": {
"N": "300"
},
"Color": {
"L": [
{
"S": "Red"
},
{
"S": "Green"
},
{
"S": "Black"
}
]
},
"ProductCategory": {
"S": "Bicycle"
}
}
}
"PutRequest": {
"Item": {
"Id": {
"N": "204"
},
"Title": {
"S": "18-Bike-204"
},
"Description": {
"S": "204 Description"
},
"BicycleType": {
"S": "Mountain"
},
"Brand": {
"S": "Brand-Compan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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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N":
},
"Color":
"L":

{
"400"
{
[

{
}

},
{

}

]

}

}

}

"S": "Red"

]
},
"ProductCategory": {
"S": "Bicycle"
}

"PutRequest": {
"Item": {
"Id": {
"N": "205"
},
"Title": {
"S": "18-Bike-204"
},
"Description": {
"S": "205 Description"
},
"BicycleType": {
"S": "Hybrid"
},
"Brand": {
"S": "Brand-Company C"
},
"Price": {
"N": "500"
},
"Color": {
"L": [
{
"S": "Red"
},
{
"S": "Black"
}
]
},
"ProductCategory": {
"S": "Bicycle"
}
}
}

Forum 샘플 데이터
{

"Forum": [
{
"PutRequest": {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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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Name": {"S":"Amazon DynamoDB"},
"Category": {"S":"Amazon Web Services"},
"Threads": {"N":"2"},
"Messages": {"N":"4"},
"Views": {"N":"1000"}

"PutRequest": {
"Item": {
"Name": {"S":"Amazon S3"},
"Category": {"S":"Amazon Web Services"}
}
}

Thread 샘플 데이터
{

"Thread": [
{
"PutRequest": {
"Item": {
"ForumName": {
"S": "Amazon DynamoDB"
},
"Subject": {
"S": "DynamoDB Thread 1"
},
"Message": {
"S": "DynamoDB thread 1 message"
},
"LastPostedBy": {
"S": "User A"
},
"LastPostedDateTime": {
"S": "2015-09-22T19:58:22.514Z"
},
"Views": {
"N": "0"
},
"Replies": {
"N": "0"
},
"Answered": {
"N": "0"
},
"Tags": {
"L": [
{
"S": "index"
},
{
"S": "primarykey"
},
{
"S": "tab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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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utRequest": {
"Item": {
"ForumName": {
"S": "Amazon DynamoDB"
},
"Subject": {
"S": "DynamoDB Thread 2"
},
"Message": {
"S": "DynamoDB thread 2 message"
},
"LastPostedBy": {
"S": "User A"
},
"LastPostedDateTime": {
"S": "2015-09-15T19:58:22.514Z"
},
"Views": {
"N": "3"
},
"Replies": {
"N": "0"
},
"Answered": {
"N": "0"
},
"Tags": {
"L": [
{
"S": "items"
},
{
"S": "attributes"
},
{
"S": "throughput"
}
]
}
}
}
"PutRequest": {
"Item": {
"ForumName": {
"S": "Amazon S3"
},
"Subject": {
"S": "S3 Thread 1"
},
"Message": {
"S": "S3 thread 1 message"
},
"LastPostedBy": {
"S": "User A"
},
"LastPostedDateTime": {
"S": "2015-09-29T19:58:22.514Z"
},
"Views": {
"N":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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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plies": {
"N": "0"
},
"Answered": {
"N": "0"
},
"Tags": {
"L": [
{
"S": "largeobjects"
},
{
"S": "multipart upload"
}
]
}

Reply 샘플 데이터
{

"Reply": [
{
"PutRequest": {
"Item": {
"Id": {
"S":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
"ReplyDateTime": {
"S": "2015-09-15T19:58:22.947Z"
},
"Message": {
"S": "DynamoDB Thread 1 Reply 1 text"
},
"PostedBy": {
"S": "User A"
}
}
}
},
{
"PutRequest": {
"Item": {
"Id": {
"S":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
"ReplyDateTime": {
"S": "2015-09-22T19:58:22.947Z"
},
"Message": {
"S": "DynamoDB Thread 1 Reply 2 text"
},
"PostedBy": {
"S": "User B"
}
}
}
},
{
"PutRequ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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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Item": {
"Id": {
"S":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
"ReplyDateTime": {
"S": "2015-09-29T19:58:22.947Z"
},
"Message": {
"S": "DynamoDB Thread 2 Reply 1 text"
},
"PostedBy": {
"S": "User A"
}
}

"PutRequest": {
"Item": {
"Id": {
"S":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
"ReplyDateTime": {
"S": "2015-10-05T19:58:22.947Z"
},
"Message": {
"S": "DynamoDB Thread 2 Reply 2 text"
},
"PostedBy": {
"S": "User A"
}
}
}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주제
• AWS SDK for Java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p. 1287)
• AWS SDK for .NET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p. 1294)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에서는 먼저 DynamoDB 콘솔을 사용
해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 AWS CLI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 부록에서는 테이블 생성
부터 프로그래밍 방식의 데이터 추가까지 필요한 코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AWS SDK for Java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
터 업로드
다음은 테이블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테이블에 업로드하는 Java 코드 예제입니다. 그 결과에 따른 테이블 구
조와 데이터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와 같습니다. Eclipse
의 코드 실행에 대한 단계별 지침은 Java 코드 예 (p. 271)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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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the License is located at
http://aws.amazon.com/apache2.0/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package com.amazonaws.codesamples;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text.SimpleDateFormat;
java.util.ArrayList;
java.util.Arrays;
java.util.Date;
java.util.HashSet;
java.util.TimeZone;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CreateTable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LocalSecondaryIndex;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j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jection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public class CreateTablesLoadData {
static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static DynamoDB dynamoDB = new DynamoDB(client);
static SimpleDateFormat dateFormatter = new SimpleDateFormat("yyyy-MMdd'T'HH:mm:ss.SSS'Z'");
static
static
static
static

String
String
String
String

productCatalogTableName = "ProductCatalog";
forumTableName = "Forum";
threadTableName = "Thread";
replyTableName = "Reply";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try {
deleteTable(productCatalogTableName);
deleteTable(forumTableName);
deleteTable(threadTableName);
deleteTable(replyTableName);
//
//
//
//
//

Parameter1: table name
Parameter2: reads per second
Parameter3: writes per second
Parameter4/5: partition key and data type
Parameter6/7: sort key and data type (if applicable)

createTable(productCatalogTableName, 10L, 5L, "Id", "N");
createTable(forumTableName, 10L, 5L, "Nam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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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Table(threadTableName, 10L, 5L, "ForumName", "S", "Subject", "S");
createTable(replyTableName, 10L, 5L, "Id", "S", "ReplyDateTime", "S");
loadSampleProducts(productCatalogTableName);
loadSampleForums(forumTableName);
loadSampleThreads(threadTableName);
loadSampleReplies(replyTableName);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Program failed:");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System.out.println("Success.");

private static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System.out.println("Issuing DeleteTable request for " + tableName);
table.delete();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deleted...this may take
a while...");
table.waitForDelete();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DeleteTable request failed for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String tableName, long readCapacityUnits, long
writeCapacityUnits,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Type) {
createTable(tableName, readCapacityUnits, writeCapacityUnits, partitionKeyName,
partitionKeyType, null, null);
}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String tableName, long readCapacityUnits, long
writeCapacityUnits,
String partitionKeyName, String partitionKeyType, String sortKeyName, String
sortKeyType) {
try {
Array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 = new ArrayList<KeySchemaElement>();
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partitionKeyName).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 new
ArrayList<AttributeDefinition>();
attributeDefinitions
.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partitionKeyName).withAttributeType(partitionKeyType));
if (sortKeyName != null) {
keySchema.add(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sortKeyName).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attribute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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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sortKeyName).withAttributeType(sortKeyType));
}
CreateTableRequest request = new
CreateTableRequest().withTableName(tableName).withKeySchema(keySchema)
.withProvisionedThroughput(new
ProvisionedThroughput().withReadCapacityUnits(readCapacityUnits)
.withWriteCapacityUnits(writeCapacityUnits));
// If this is the Reply table, define a local secondary index
if (replyTableName.equals(tableName)) {
attributeDefinitions
.add(new
AttributeDefinition().withAttributeName("PostedBy").withAttributeType("S"));
ArrayList<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es = new
ArrayList<LocalSecondaryIndex>();
localSecondaryIndexes.add(new
LocalSecondaryIndex().withIndexName("PostedBy-Index")
.withKeySchema(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partitionKeyName).withKeyType(KeyType.HASH), //
Partition
// key
new
KeySchemaElement().withAttributeName("PostedBy").withKeyType(KeyType.RANGE)) // Sort
// key

.withProjection(new
Projection().withProjectionType(ProjectionType.KEYS_ONLY)));
}

request.setLocalSecondaryIndexes(localSecondaryIndexes);

request.setAttributeDefinitions(attributeDefinitions);
System.out.println("Issuing CreateTable request for " + tableName);
Table table = dynamoDB.createTable(request);
System.out.println("Waiting for " + tableName + " to be created...this may take
a while...");
table.waitForActive();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CreateTable request failed for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private static void loadSampleProducts(String tableNam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System.out.println("Adding data to " + tableName);
Title")

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101).withString("Title", "Book 101

.withString("ISBN", "111-1111111111")
.withStringSet("Author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withNumber("Price", 2)
.withString("Dimensions", "8.5 x 11.0 x 0.5").withNumber("PageCount", 500)
.withBoolean("InPublication", true).withString("ProductCategory", "Book");

API 버전 2012-08-10
129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업로드 - Java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102).withString("Title", "Book 102

Title")

"Author2")))

.withString("ISBN", "222-2222222222")
.withStringSet("Author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

.withNumber("Price", 20).withString("Dimensions", "8.5 x 11.0 x
0.8").withNumber("PageCount", 600)
.withBoolean("InPublication", true).withString("ProductCategory", "Book");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103).withString("Title", "Book 103

Title")

"Author2")))

.withString("ISBN", "333-3333333333")
.withStringSet("Author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Author1",

// Intentional. Later we'll run Scan to find price error. Find
// items > 1000 in price.
.withNumber("Price", 2000).withString("Dimensions", "8.5 x 11.0 x
1.5").withNumber("PageCount", 600)
.withBoolean("InPublication", false).withString("ProductCategory", "Book");
table.putItem(item);
// Add bikes.

"Road")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201).withString("Title", "18-Bike-201")
// Size, followed by some title.
.withString("Description", "201 Description").withString("BicycleType",

.withString("Brand", "Mountain A")
// Trek, Specialized.
.withNumber("Price", 100).withStringSet("Color",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Red", "Black")))
.withString("ProductCategory", "Bicycle");
table.putItem(item);

"Road")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202).withString("Title", "21-Bike-202")
.withString("Description", "202 Description").withString("BicycleType",

"Black")))

.withString("Brand", "Brand-Company A").withNumber("Price", 200)
.withStringSet("Color",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Green",
.withString("ProductCategory", "Bicycle");
table.putItem(item);

"Road")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203).withString("Title", "19-Bike-203")
.withString("Description", "203 Description").withString("BicycleType",

"Black")))

.withString("Brand", "Brand-Company B").withNumber("Price", 300)
.withStringSet("Color",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Red", "Green",
.withString("ProductCategory", "Bicycle");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204).withString("Title", "18-Bike-204")
.withString("Description", "204 Description").withString("BicycleType",

"Mountain")

.withString("Brand", "Brand-Company B").withNumber("Price", 400)
.withStringSet("Color",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Red")))
.withString("ProductCategory", "Bicycle");
table.putItem(item);

"Hybrid")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205).withString("Title", "20-Bike-205")
.withString("Description", "205 Description").withString("Bicycl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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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String("Brand", "Brand-Company C").withNumber("Price", 500)
.withStringSet("Color",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Red", "Black")))
.withString("ProductCategory", "Bicycle");
table.putItem(item);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create item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private static void loadSampleForums(String tableName) {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try {
System.out.println("Adding data to " + tableName);
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Name", "Amazon DynamoDB")
.withString("Category", "Amazon Web Services").withNumber("Threads",
2).withNumber("Messages", 4)
.withNumber("Views", 1000);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Name", "Amazon S3").withString("Category",
"Amazon Web Services")
.withNumber("Threads", 0);
table.putItem(item);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create item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private static void loadSampleThreads(String tableName) {
try {
long time1 = (new Date()).getTime() - (7 * 24 * 60 * 60 * 1000); // 7
// days
// ago
long time2 = (new Date()).getTime() - (14 * 24 * 60 * 60 * 1000); // 14
// days
// ago
long time3 = (new Date()).getTime() - (21 * 24 * 60 * 60 * 1000); // 21
// days
// ago
Date date1 = new Date();
date1.setTime(time1);
Date date2 = new Date();
date2.setTime(time2);
Date date3 = new Date();
date3.setTime(time3);
dateFormatter.setTimeZone(TimeZone.getTimeZone("UTC"));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System.out.println("Adding data to " +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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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ForumName", "Amazon DynamoDB")
.withString("Subject", "DynamoDB Thread 1").withString("Message", "DynamoDB
thread 1 message")
.withString("LastPostedBy", "User A").withString("LastPostedDateTime",
dateFormatter.format(date2))
.withNumber("Views", 0).withNumber("Replies", 0).withNumber("Answered", 0)
.withStringSet("Tag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index",
"primarykey", "table")));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ForumName", "Amazon
DynamoDB").withString("Subject", "DynamoDB Thread 2")
.withString("Message", "DynamoDB thread 2
message").withString("LastPostedBy", "User A")
.withString("LastPostedDateTime",
dateFormatter.format(date3)).withNumber("Views", 0)
.withNumber("Replies", 0).withNumber("Answered", 0)
.withStringSet("Tag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index",
"partitionkey", "sortkey")));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ForumName", "Amazon
S3").withString("Subject", "S3 Thread 1")
.withString("Message", "S3 Thread 3 message").withString("LastPostedBy",
"User A")
.withString("LastPostedDateTime",
dateFormatter.format(date1)).withNumber("Views", 0)
.withNumber("Replies", 0).withNumber("Answered", 0)
.withStringSet("Tags", new HashSet<String>(Arrays.asList("largeobjects",
"multipart upload")));
table.putItem(item);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create item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private static void loadSampleReplies(String tableName) {
try {
// 1 day ago
long time0 = (new Date()).getTime() - (1 * 24 * 60 * 60 * 1000);
// 7 days ago
long time1 = (new Date()).getTime() - (7 * 24 * 60 * 60 * 1000);
// 14 days ago
long time2 = (new Date()).getTime() - (14 * 24 * 60 * 60 * 1000);
// 21 days ago
long time3 = (new Date()).getTime() - (21 * 24 * 60 * 60 * 1000);
Date date0 = new Date();
date0.setTime(time0);
Date date1 = new Date();
date1.setTime(time1);
Date date2 = new Date();
date2.setTime(time2);
Date date3 = new Date();
date3.setTime(time3);
dateFormatter.setTimeZone(TimeZone.getTimeZone("UTC"));
Table table = dynamoDB.getTable(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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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out.println("Adding data to " + tableName);
// Add threads.
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withString("ReplyDateTime", (dateFormatter.format(date3)))
.withString("Message", "DynamoDB Thread 1 Reply 1
text").withString("PostedBy", "User A");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withString("ReplyDateTime", dateFormatter.format(date2))
.withString("Message", "DynamoDB Thread 1 Reply 2
text").withString("PostedBy", "User B");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withString("ReplyDateTime", dateFormatter.format(date1))
.withString("Message", "DynamoDB Thread 2 Reply 1
text").withString("PostedBy", "User A");
table.putItem(item);
item = new Item().withPrimaryKey("Id",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withString("ReplyDateTime", dateFormatter.format(date0))
.withString("Message", "DynamoDB Thread 2 Reply 2
text").withString("PostedBy", "User A");
table.putItem(item);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Failed to create item in " + tableName);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

AWS SDK for .NET를 사용한 예시 테이블 생성 및 데이
터 업로드
다음은 테이블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테이블에 업로드하는 C# 코드 예제입니다. 그 결과에 따른 테이블 구
조와 데이터는 DynamoDB에서 테이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터 로드 (p. 266)와 같습니다. Visual
Studio의 코드 실행에 대한 단계별 지침은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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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using

System;
System.Collections.Generic;
Amazon.DynamoDBv2;
Amazon.DynamoDBv2.DocumentModel;
Amazon.DynamoDBv2.Model;
Amazon.Runtime;
Amazon.SecurityToken;

namespace com.amazonaws.codesamples
{
class CreateTablesLoadData
{
private static AmazonDynamoDBClient client = new AmazonDynamoDBClient();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try
{
//DeleteAllTables(client);
DeleteTable("ProductCatalog");
DeleteTable("Forum");
DeleteTable("Thread");
DeleteTable("Reply");
// Create tables (using the AWS SDK for .NET low-level API).
CreateTableProductCatalog();
CreateTableForum();
CreateTableThread(); // ForumTitle, Subject */
CreateTableReply();
// Load data (using the .NET SDK document API)
LoadSampleProducts();
LoadSampleForums();
LoadSampleThreads();
LoadSampleReplies();
Console.WriteLine("Sample complete!");
Console.WriteLine("Press ENTER to continue");
Console.ReadLine();

}

}
catch (AmazonService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catch (Exception e) { Console.WriteLine(e.Message); }

private static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
try
{
var deleteTableResponse = client.DeleteTable(new Dele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WaitTillTableDeleted(client, tableName, deleteTableResponse);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 There is no such table.
}
}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ProductCatalog()
{
string tableName = "ProductCatalog";
var response = client.CreateTable(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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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Id",
AttributeType = "N"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d",
KeyType =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5
}

WaitTillTableCreated(client, tableName, response);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Forum()
{
string tableName = "Forum";
var response = client.CreateTable(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Name",
AttributeType = "S"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Name", // forum Title
KeyType = "HASH"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5
}
});
}

WaitTillTableCreated(client, tableName, response);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Thread()
{
string tableName = "Thread";
var response = client.CreateTable(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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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ForumName", // Hash attribute
AttributeType = "S"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Subject",
AttributeType = "S"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ForumName", // Hash attribute
KeyType = "HASH"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Subject", // Range attribute
KeyType = "RANGE"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5
}

WaitTillTableCreated(client, tableName, response);

private static void CreateTableReply()
{
string tableName = "Reply";
var response = client.CreateTable(new Creat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AttributeDefinitions = new List<AttributeDefinition>()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Id",
AttributeType = "S"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ReplyDateTime",
AttributeType = "S"
},
new AttributeDefinition
{
AttributeName = "PostedBy",
AttributeType = "S"
}
},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d",
KeyType = "H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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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ReplyDateTime",
KeyType = "RANGE"
}

},
LocalSecondaryIndexes = new List<LocalSecondaryIndex>()
{
new LocalSecondaryIndex()
{
IndexName = "PostedBy_index",
KeySchema = new List<KeySchemaElement>()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Id", KeyType = "HASH"
},
new KeySchemaElement() {
AttributeName = "PostedBy", KeyType = "RANGE"
}
},
Projection = new Projection() {
ProjectionType = ProjectionType.KEYS_ONLY
}

});
}

}
},
ProvisionedThroughput = new ProvisionedThroughput
{
ReadCapacityUnits = 10,
WriteCapacityUnits = 5
}

WaitTillTableCreated(client, tableName, response);

private static void WaitTillTableCreated(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CreateTableResponse response)
{
var tableDescription = response.TableDescription;
string status = tableDescription.TableStatus;
Console.WriteLine(tableName + " - " + status);

}

// Let us wait until table is created. Call DescribeTable.
while (status != "ACTIVE")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try
{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status = res.Table.TableStatus;
}
// Try-catch to handle potential eventual-consistency issue.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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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tatic void WaitTillTableDeleted(AmazonDynamoDBClient client, string
tableName,
DeleteTableResponse response)
{
var tableDescription = response.TableDescription;
string status = tableDescription.TableStatus;
Console.WriteLine(tableName + " - " + status);
// Let us wait until table is created. Call DescribeTable
try
{
while (status == "DELETING")
{
System.Threading.Thread.Sleep(5000); // wait 5 seconds
var res = client.DescribeTable(new DescribeTableRequest
{
TableName = tableName
});
Console.WriteLine("Table name: {0}, status: {1}", res.Table.TableName,
res.Table.TableStatus);
status = res.Table.TableStatus;

}

}
}
catch (ResourceNotFoundException)
{
// Table deleted.
}

private static void LoadSampleProducts()
{
Table productCatalogTable = Table.LoadTable(client, "ProductCatalog");
// ********** Add Books *********************
var book1 = new Document();
book1["Id"] = 101;
book1["Title"] = "Book 101 Title";
book1["ISBN"] = "111-1111111111";
book1["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
book1["Price"] = -2; // *** Intentional value. Later used to illustrate scan.
book1["Dimensions"] = "8.5 x 11.0 x 0.5";
book1["PageCount"] = 500;
book1["InPublication"] = true;
book1["ProductCategory"] = "Book";
productCatalogTable.PutItem(book1);
var book2 = new Document();
book2["Id"] = 102;
book2["Title"] = "Book 102 Title";
book2["ISBN"] = "222-2222222222";
book2["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Author 2" }; ;
book2["Price"] = 20;
book2["Dimensions"] = "8.5 x 11.0 x 0.8";
book2["PageCount"] = 600;
book2["InPublication"] = true;
book2["ProductCategory"] = "Book";
productCatalogTable.PutItem(book2);
var book3 = new Document();
book3["Id"] = 103;
book3["Title"] = "Book 103 Title";
book3["ISBN"] = "333-33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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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3["Authors"] = new List<string> { "Author 1", "Author2", "Author 3" }; ;
book3["Price"] = 2000;
book3["Dimensions"] = "8.5 x 11.0 x 1.5";
book3["PageCount"] = 700;
book3["InPublication"] = false;
book3["ProductCategory"] = "Book";
productCatalogTable.PutItem(book3);
// ************ Add bikes. *******************
var bicycle1 = new Document();
bicycle1["Id"] = 201;
bicycle1["Title"] = "18-Bike 201"; // size, followed by some title.
bicycle1["Description"] = "201 description";
bicycle1["BicycleType"] = "Road";
bicycle1["Brand"] = "Brand-Company A"; // Trek, Specialized.
bicycle1["Price"] = 100;
bicycle1["Color"] = new List<string> { "Red", "Black" };
bicycle1["ProductCategory"] = "Bike";
productCatalogTable.PutItem(bicycle1);
var bicycle2 = new Document();
bicycle2["Id"] = 202;
bicycle2["Title"] = "21-Bike 202Brand-Company A";
bicycle2["Description"] = "202 description";
bicycle2["BicycleType"] = "Road";
bicycle2["Brand"] = "";
bicycle2["Price"] = 200;
bicycle2["Color"] = new List<string> { "Green", "Black" };
bicycle2["ProductCategory"] = "Bicycle";
productCatalogTable.PutItem(bicycle2);
var bicycle3 = new Document();
bicycle3["Id"] = 203;
bicycle3["Title"] = "19-Bike 203";
bicycle3["Description"] = "203 description";
bicycle3["BicycleType"] = "Road";
bicycle3["Brand"] = "Brand-Company B";
bicycle3["Price"] = 300;
bicycle3["Color"] = new List<string> { "Red", "Green", "Black" };
bicycle3["ProductCategory"] = "Bike";
productCatalogTable.PutItem(bicycle3);
var bicycle4 = new Document();
bicycle4["Id"] = 204;
bicycle4["Title"] = "18-Bike 204";
bicycle4["Description"] = "204 description";
bicycle4["BicycleType"] = "Mountain";
bicycle4["Brand"] = "Brand-Company B";
bicycle4["Price"] = 400;
bicycle4["Color"] = new List<string> { "Red" };
bicycle4["ProductCategory"] = "Bike";
productCatalogTable.PutItem(bicycle4);

}

var bicycle5 = new Document();
bicycle5["Id"] = 205;
bicycle5["Title"] = "20-Title 205";
bicycle4["Description"] = "205 description";
bicycle5["BicycleType"] = "Hybrid";
bicycle5["Brand"] = "Brand-Company C";
bicycle5["Price"] = 500;
bicycle5["Color"] = new List<string> { "Red", "Black" };
bicycle5["ProductCategory"] = "Bike";
productCatalogTable.PutItem(bicycle5);

private static void LoadSampleFo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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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forumTable = Table.LoadTable(client, "Forum");
var forum1 = new Document();
forum1["Name"] = "Amazon DynamoDB"; // PK
forum1["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forum1["Threads"] = 2;
forum1["Messages"] = 4;
forum1["Views"] = 1000;
forumTable.PutItem(forum1);
var forum2 = new Document();
forum2["Name"] = "Amazon S3"; // PK
forum2["Category"] = "Amazon Web Services";
forum2["Threads"] = 1;

}

forumTable.PutItem(forum2);

private static void LoadSampleThreads()
{
Table threadTable = Table.LoadTable(client, "Thread");

0));

// Thread 1.
var thread1 = new Document();
thread1["ForumName"] = "Amazon DynamoDB"; // Hash attribute.
thread1["Subject"] = "DynamoDB Thread 1"; // Range attribute.
thread1["Message"] = "DynamoDB thread 1 message text";
thread1["LastPostedBy"] = "User A";
thread1["LastPostedDateTim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14, 0, 0,
thread1["Views"] = 0;
thread1["Replies"] = 0;
thread1["Answered"] = false;
thread1["Tags"] = new List<string> { "index", "primarykey", "table" };
threadTable.PutItem(thread1);

0));

// Thread 2.
var thread2 = new Document();
thread2["ForumName"] = "Amazon DynamoDB"; // Hash attribute.
thread2["Subject"] = "DynamoDB Thread 2"; // Range attribute.
thread2["Message"] = "DynamoDB thread 2 message text";
thread2["LastPostedBy"] = "User A";
thread2["LastPostedDateTim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21, 0, 0,
thread2["Views"] = 0;
thread2["Replies"] = 0;
thread2["Answered"] = false;
thread2["Tags"] = new List<string> { "index", "primarykey", "rangekey" };
threadTable.PutItem(thread2);

0));

// Thread 3.
var thread3 = new Document();
thread3["ForumName"] = "Amazon S3"; // Hash attribute.
thread3["Subject"] = "S3 Thread 1"; // Range attribute.
thread3["Message"] = "S3 thread 3 message text";
thread3["LastPostedBy"] = "User A";
thread3["LastPostedDateTim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7, 0, 0,
thread3["Views"] = 0;
thread3["Replies"] = 0;
thread3["Answered"] = false;
thread3["Tags"] = new List<string> { "largeobjects", "multipart up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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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dTable.PutItem(thread3);

private static void LoadSampleReplies()
{
Table replyTable = Table.LoadTable(client, "Reply");
// Reply 1 - thread 1.
var thread1Reply1 = new Document();
thread1Reply1["Id"]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 Hash attribute.
thread1Reply1["ReplyDateTim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21, 0,
0, 0)); // Range attribute.
thread1Reply1["Message"] = "DynamoDB Thread 1 Reply 1 text";
thread1Reply1["PostedBy"] = "User A";
replyTable.PutItem(thread1Reply1);
// Reply 2 - thread 1.
var thread1reply2 = new Document();
thread1reply2["Id"]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 Hash attribute.
thread1reply2["ReplyDateTim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14, 0,
0, 0)); // Range attribute.
thread1reply2["Message"] = "DynamoDB Thread 1 Reply 2 text";
thread1reply2["PostedBy"] = "User B";
replyTable.PutItem(thread1reply2);
// Reply 3 - thread 1.
var thread1Reply3 = new Document();
thread1Reply3["Id"]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1"; // Hash attribute.
thread1Reply3["ReplyDateTim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7, 0, 0,
0)); // Range attribute.
thread1Reply3["Message"] = "DynamoDB Thread 1 Reply 3 text";
thread1Reply3["PostedBy"] = "User B";
replyTable.PutItem(thread1Reply3);
// Reply 1 - thread 2.
var thread2Reply1 = new Document();
thread2Reply1["Id"]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 Hash attribute.
thread2Reply1["ReplyDateTim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7, 0, 0,
0)); // Range attribute.
thread2Reply1["Message"] = "DynamoDB Thread 2 Reply 1 text";
thread2Reply1["PostedBy"] = "User A";
replyTable.PutItem(thread2Reply1);
// Reply 2 - thread 2.
var thread2Reply2 = new Document();
thread2Reply2["Id"] = "Amazon DynamoDB#DynamoDB Thread 2"; // Hash attribute.
thread2Reply2["ReplyDateTime"] = DateTime.UtcNow.Subtract(new TimeSpan(1, 0, 0,
0)); // Range attribute.
thread2Reply2["Message"] = "DynamoDB Thread 2 Reply 2 text";
thread2Reply2["PostedBy"] = "User A";

}

}

}

replyTable.PutItem(thread2Repl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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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 for Python (Boto)을 사용하는 DynamoDB
예시 애플리케이션: Tic-Tac-Toe
주제
• 1단계: 로컬 배포 및 테스트 (p. 1303)
• 2단계: 데이터 모델 및 구현 세부 정보 검사 (p. 1307)
• 3단계: DynamoDB 서비스를 사용한 프로덕션 내 배포 (p. 1314)
• 4단계: 리소스 정리 (p. 1321)
Tic-Tac-Toe 게임은 Amazon DynamoDB에 구축된 예제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AWS
SDK for Python (Boto)을 사용하여 필요한 DynamoDB를 호출하고 DynamoDB 테이블에 게임 데이터를 저장
하며, Python 웹 프레임워크인 Flask를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링 방법을 비롯한 DynamoDB의 전반적인 애플
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테이블 생성, 기본 키 정의, 쿼리 요구 사
항을 기준으로 필요한 추가 인덱스, 연결된 값 속성 사용을 포함하여 DynamoDB에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작업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웹에서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플레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그런 다음 다른 사용자를 게임 플레이 상대방으로 초대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초대를 수락할 때까지 게임 상태는 PENDING으로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초대를 수락하면
게임 상태가 IN_PROGRESS로 변경됩니다.
3. 상대방이 로그인하고 초대를 수락하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4. 이 애플리케이션은 게임의 모든 동작과 상태 정보를 DynamoDB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5. 게임은 승 또는 무승부로 끝나고 게임 상태는 FINISHED로 설정됩니다.
아래에서는 전반적 애플리케이션 구축 연습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1단계: 로컬 배포 및 테스트 (p. 1303) - 이 단원에서는 로컬 컴퓨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배포 및
테스트합니다. 다운로드 버전 DynamoDB에서 필요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 2단계: 데이터 모델 및 구현 세부 정보 검사 (p. 1307) - 이 단원에서는 우선 연결된 값 속성의 사용, 인덱
스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 모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방식에 대해 설
명합니다.
• 3단계: DynamoDB 서비스를 사용한 프로덕션 내 배포 (p. 1314) - 이 단원에서는 프로덕션 시 배포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Amazon DynamoDB 서비스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만들고
AWS Elastic Beanstalk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프로덕션 단계인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전반
적 프로덕션 배포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소개합니다.
• 4단계: 리소스 정리 (p. 1321) - 이 단원에서는 이 예제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을 강조합니다. 또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선 단계에서 만든 AWS 리소스를 제거하는 단계도 제공합니다.

1단계: 로컬 배포 및 테스트
주제
• 1.1: 필수 패키지 다운로드 및 설치 (p. 1304)
• 1.2: 게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p.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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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로컬 컴퓨터에 Tic-Tac-Toe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배포, 테스트합니다. Amazon
DynamoDB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신 DynamoDB를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여 로컬에서 필요한 테이블을 생
성합니다.

1.1: 필수 패키지 다운로드 및 설치
이 애플리케이션을 로컬로 테스트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Python
• Flask(Python용 마이크로 프레임워크)
• AWS SDK for Python (Boto)
•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DynamoDB
• Git
이러한 툴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Python을 설치합니다. 단계별 지침은 Python 다운로드 단원을 참조하세요.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은 Python 버전 2.7을 사용하여 테스트되었습니다.
2. PIP(Python Package Installer)를 사용하여 Flask 및 AWS SDK for Python (Boto)을 설치합니다.
• PIP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P 설치 단원을 참조하세요. 설치 페이지에서 [get-pip.py] 링크를 선택하고 파일을 저장
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명령 터미널을 열고 명령 프롬프트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python.exe get-pip.py

Linux의 경우 .exe 확장자는 지정하지 마세요. python get-pip.py만 지정합니다.
• PIP를 사용하여 다음 코드를 사용하는 Flask 및 Boto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pip install Flask
pip install boto
pip install configparser

3. DynamoDB를 컴퓨터로 다운로드합니다. 실행 방법에 대한 지침은 DynamoDB local 설정(다운로드 가능
버전) (p. 48) 단원을 참조하세요.
4.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a. Git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b. 다음 코드를 실행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awslabs/dynamodb-tictactoe-example-app.git

1.2: 게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려면 컴퓨터에서 DynamoDB를 로컬로 실행해야 합니다.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
1.
2.

DynamoDB를 시작합니다.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의 웹 서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명령 터미널을 열고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폴더를 찾아 다음 코드를 사용하
여 애플리케이션을 로컬로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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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exe application.py --mode local --serverPort 5000 --port 8000

Linux의 경우 .exe 확장자는 지정하지 마세요.
3.

웹 브라우저를 열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http://localhost:5000/

브라우저에 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Log in(로그인) 상자에 user1을 입력하여 user1로 로그인합니다.

Note
이 예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른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ID만 사용하여 플
레이어를 식별합니다. 두 명의 플레이어가 동일한 별칭으로 로그인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사
용자가 두 가지 브라우저에서 플레이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5.

게임을 처음 플레이하는 경우, DynamoDB에서 필수 테이블(Games)을 만들라고 요청하는 페이지가 나
타납니다. [CREATE TABLE]을 선택합니다.

6.

[CREATE]를 선택하여 첫 번째 Tic-Tac-Toe 게임을 만듭니다.

7.

Choose an Opponent(상대방 선택) 상자에 user2를 입력하고 Create Game!(게임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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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Games 테이블에 항목이 추가되고 게임이 생성됩니다. 게임 상태는 PENDING이 됩니다.
8.

다른 브라우저 창을 열고 다음을 입력합니다.
http://localhost:5000/

브라우저는 쿠키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쿠키가 전달되지 않도록 익명 모드 또는 비공개 브
라우징을 사용해야 합니다.
9.

user2로 로그인합니다.
user1의 초대가 보류 중임을 나타내는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0. [accept]를 선택하여 초대를 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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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그리드가 표시된 게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페이지에는 게임 ID, 차례가 된 사용자, 게임 상태와
같은 관련 정보도 표시됩니다.
11. 게임을 플레이합니다.
웹 서비스는 각 사용자 동작에 대해 Games 테이블의 게임 항목을 조건부 업데이트하라는 요청을
DynamoDB에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은 동작이 유효한지, 사용자가 선택한 사각형이 사용 가능한지, 움
직인 사용자의 차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유효한 동작일 경우 보드상의 선택에 해당하는 새 속성을 업데이
트 작업에서 추가합니다. 또한 업데이트 작업은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기존 특성의 값을 설정합
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은 DynamoDB의 게임 상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초에 한 번씩 최
대 5분간 비동기 JavaScript 호출을 수행합니다. 변경된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새 정보로 페이지를 업데이트
합니다. 5분 후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요청을 중지하며 업데이트된 정보를 불러오려면 페이지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2단계: 데이터 모델 및 구현 세부 정보 검사
주제
• 2.1: 기본 데이터 모델 (p. 1307)
• 2.2: 애플리케이션 실행(코드 단계별 안내) (p. 1309)

2.1: 기본 데이터 모델
이 예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음 DynamoDB 데이터 모델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테이블 - DynamoDB에서 테이블은 항목 모음(즉, 레코드)이고 각 항목은 속성이라고 하는 이름-값 쌍의 모
음입니다.
이 Tic-Tac-Toe 예제에서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게임 데이터를 Games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테이블에 게임당 한 항목씩 생성하고 모든 게임 데이터를 속성으로 저장합니다. Tic-Tac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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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 게임은 최대 9회까지 동작이 가능합니다. 기본 키만 필수 속성인 경우 DynamoDB 테이블은 스키마가
없으므로 애플리케이션에서 게임 항목당 다양한 개수의 속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Games 테이블에는 문자열 형식의 GameId 속성 한 가지로 구성된 단순 기본 키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 각 게임에 고유한 ID를 할당합니다. DynamoDB 기본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
조하세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초대하여 Tic-Tac-Toe 게임을 시작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게임 메
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속성을 사용하여 Games 테이블에 새 항목을 만듭니다.
• HostId는 게임을 시작한 사용자입니다.
• Opponent는 초대를 받은 사용자입니다.
• 플레이 차례가 된 사용자로, 게임을 시작한 사용자가 먼저 플레이합니다.
• 보드에서 O 기호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게임을 시작한 사용자가 O 기호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StatusDate 연결된 속성을 생성하여 초기 게임 상태를 PENDING으로 표시합니
다. 다음 스크린샷은 DynamoDB 콘솔에 나타난 예제 항목을 보여 줍니다.

게임이 진행되면 애플리케이션이 각 게임 동작에 대한 하나의 속성을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속성 이름은
보드상의 위치(예: TopLeft 또는 BottomRight)입니다. 예를 들어 동작은 O 값의 TopLeft 속성, O 값의
TopRight 속성, X 값의 BottomRight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속성 값이 O 또는 X가 됩
니다. 예를 들어 다음 보드를 가정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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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값 속성 - StatusDate 속성은 연결된 값 속성을 나타냅니다. 이 방식에서는 게임 상태(PENDING,
IN_PROGRESS, FINISHED) 및 날짜(동작을 한 시간)를 저장하기 위한 별도의 속성을 만드는 대신 둘을 하
나의 속성으로 결합합니다(예: IN_PROGRESS_2014-04-30 10:20:32).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은 StatusDate를 인덱스의 정렬 키로 지정함으로써 StatusDate 속성을 사용
하여 보조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StatusDate 연결된 값 속성을 사용하는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의
인덱스 설명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글로벌 보조 인덱스 - 테이블의 기본 키인 GameId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효율적으로 쿼리하고 게임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키 속성이 아닌 속성으로 테이블을 쿼리하기 위해 DynamoDB는 보조 인덱스 생성
을 지원합니다. 이 예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음 두 가지 인덱스를 만듭니다.

• [HostId-StatusDate-index]. 이 인덱스는 파티션 키가 HostId이고 정렬 키가 StatusDate입니다. 이 인
덱스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HostId를 쿼리하여 특정 사용자가 호스팅한 게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 [OpponentId-StatusDate-index]. 이 인덱스는 파티션 키가 OpponentId이고 정렬 키가 StatusDate입
니다. 이 인덱스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Opponent를 쿼리하여 특정 사용자가 상대방인 게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덱스는 이러한 인덱스의 파티션 키가 테이블의 기본 키에 사용된 파티션 키 속성(GameId)과 동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라고 불립니다.
두 인덱스 모두 정렬 키로 StatusDate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BEGINS_WITH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쿼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가 호스팅한 게
임 중 IN_PROGRESS 속성을 가진 모든 게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EGINS_WITH 연산자가
IN_PROGRESS로 시작하는 StatusDate 값을 확인합니다.
• DynamoDB는 인덱스 항목을 정렬 키 값을 기준으로 정렬된 순서대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태 접
두사가 동일할 경우(예: IN_PROGRESS) 날짜 부분에 ISO 형식을 사용해 가장 오래된 항목에서 최신 항
목의 순서로 항목을 정렬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특정 쿼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한 사용자가 호스팅한 최근 IN_PROGRESS 게임을 최대 10개까지 검색합니다. 이 쿼리를 수행
하려면 HostId-StatusDate-index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 로그인한 사용자가 상대방인 최근 IN_PROGRESS 게임을 최대 10개까지 검색합니다. 이 쿼리를 수행
하려면 OpponentId-StatusDate-index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보조 인덱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향상 (p. 492) 단원을 참조하세요.

2.2: 애플리케이션 실행(코드 단계별 안내)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두 개의 메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 홈 페이지 - 이 페이지는 사용자에게 간단한 로그인, 새 Tic-Tac-Toe 게임을 만들 수 있는 CREATE(생성)
버튼, 진행 중인 게임 목록, 게임 기록 및 활성 상태로 보류 중인 게임 초대를 제공합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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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이지는 자동으로 새로 고쳐지지 않으며 페이지를 새로 고쳐 목록을 새로 고쳐야 합니다.
• 게임 페이지 - 이 페이지에는 사용자가 플레이하는 Tic-Tac-Toe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매초 자동으로 게임 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 브라우저의 JavaScript가 매초 Python 웹
서버를 호출하여 Games 테이블을 쿼리하고 테이블의 게임 항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
된 경우 JavaScript에서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보드를 볼 수 있도록 페이지 새로 고침을 트리거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홈 페이지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보 목록이 표시됩니다.

• 초대 - 이 목록에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다른 사용자로부터 받은 수락 보류 중인 초대가 최대
10개까지 표시됩니다. 위 스크린샷에서 user1에게는 user5와 user2가 보낸 보류 중인 초대가 있습니다.
• 진행 중인 게임 - 이 목록에는 진행 중인 최근 게임이 최대 10개까지 표시됩니다. 이러한 게임은 사용자가
현재 플레이하고 있고 상태가 IN_PROGRESS인 게임입니다. 스크린샷에서 user1은 user3 및 user4와 TicTac-Toe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기록 - 이 목록에는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완료하고 상태가 FINISHED인 게임이 최대 10개까지 표시
됩니다. 스크린샷의 게임에서 user1은 이전에 user2와 플레이한 적이 있습니다. 완료된 각 게임에 대해 게
임 결과가 표시됩니다.
코드에서 application.py의 index 함수는 다음과 같은 세 번의 호출로 게임 상태 정보를 검색합니다.
inviteGames
= controller.getGameInvites(session["username"])
inProgressGames = controller.getGamesWithStatus(session["username"], "IN_PROGRESS")
finishedGames
= controller.getGamesWithStatus(session["username"], "FINISHED")

각 호출에서 Game 객체로 래핑된 DynamoDB의 항목 목록이 반환됩니다. 보기에서 이러한 객체에서 쉽게 데
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index 함수는 HTML을 렌더링하기 위해 이러한 객체 목록을 보기에 전달합니다.
return render_template("index.html",
user=session["username"],
invites=inviteGames,
inprogress=inProgressGames,
finished=finished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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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DynamoDB에서 가져온 게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Game 클래
스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함수는 Amazon DynamoDB 항목과 관련된 코드에서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을 격리
할 수 있는 Game 객체 목록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수를 통해 데이터 스토어 계층의 세부 정보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아키텍처 패턴은 MVC(모델-보기-컨트롤러) UI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나타내는 Game 객체 인스턴스는 모델이며 HTML 페이지는 보기입니다. 컨트롤러는 두 개 파일로 나누어
집니다. application.py 파일에는 Flask 프레임워크를 위한 컨트롤러 로직이 있으며 비즈니스 로직은
gameController.py 파일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은 DynamoDB SDK와 관련된 모든 항
목을 dynamodb 폴더의 별도 파일에 저장합니다.
이제 세 가지 함수를 살펴보고 이러한 함수가 어떻게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사용하여 Games 테이블을 쿼리
하고 관련 데이터를 검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getGameInvites를 사용하여 보류 중인 게임 초대 목록 불러오기
getGameInvites 함수는 가장 최근에 받은 보류 중인 초대 10개의 목록을 검색합니다. 이러한 게임은 사용
자가 생성했지만 상대방이 초대를 수락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이러한 게임은 상대방이 초대를 수락할 때까
지 상태가 PENDING으로 유지됩니다. 상대방이 초대를 거부할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에서 해당 항목
을 제거합니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쿼리를 지정합니다.
• 다음 인덱스 키 값 및 비교 연산자에 사용할 OpponentId-StatusDate-index 인덱스를 지정합니다.
• 파티션 키는 OpponentId이고 인덱스 키로 user ID를 사용합니다.
• 정렬 키는 StatusDate이고 비교 연산자 및 인덱스 키 값으로 beginswith="PENDING_"을 사용합니
다.
OpponentId-StatusDate-index 인덱스를 사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가 초대받은 게임, 즉 로그인한
사용자가 상대방인 게임을 검색합니다.
• 쿼리는 결과를 10개 항목으로 제한합니다.

gameInvitesIndex = self.cm.getGamesTable().query(
Opponent__eq=user,
StatusDate__beginswith="PENDING_",
index="OpponentId-StatusDate-index",
limit=10)

인덱스에서 각 OpponentId(파티션 키)에 대해 DynamoDB는 StatusDate(정렬 키)를 기준으로 항목을 정
렬합니다. 따라서 쿼리가 반환하는 게임은 최근 10개 게임이 됩니다.

getGamesWithStatus를 사용하여 특정 상태의 게임 목록 불러오기
상대방이 게임 초대를 수락하면 게임 상태가 IN_PROGRESS로 변경됩니다. 게임이 완료된 다음에는 상태가
FINISHED로 변경됩니다.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게임을 검색하는 쿼리는 상태 값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
이션은 상태 값을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getGamesWithStatus 함수를 정의합니다.
inProgressGames = controller.getGamesWithStatus(session["username"], "IN_PROGRESS")
finishedGames
= controller.getGamesWithStatus(session["username"], "FINISHED")

다음 단원은 진행 중인 게임에 대한 설명이지만 완료된 게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정 사용자가 진행 중인 게임 목록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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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호스팅하여 진행 중인 게임
• 사용자가 상대방으로 진행 중인 게임
getGamesWithStatus 함수는 다음 두 쿼리를 실행하며 매번 적절한 보조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 이 함수는 HostId-StatusDate-index 인덱스를 사용하여 Games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인덱스의 경우
쿼리는 기본 키 값(파티션 키(HostId) 및 정렬 키(StatusDate) 값 모두)을 비교 연산자와 함께 지정합니
다.
hostGamesInProgress = self.cm.getGamesTable ().query(HostId__eq=user,
StatusDate__beginswith=status,
index="HostId-StatusDate-index",
limit=10)

비교 연산자의 Python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HostId__eq=user는 같음 비교 연산자를 지정하는 구문입니다.
• StatusDate__beginswith=status는 BEGINS_WITH 비교 연산자를 지정하는 구문입니다.
• 이 함수는 OpponentId-StatusDate-index 인덱스를 사용하여 Games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oppGamesInProgress = self.cm.getGamesTable().query(Opponent__eq=user,
StatusDate__beginswith=status,
index="OpponentId-StatusDate-index",
limit=10)

• 그런 다음 이 함수는 두 목록을 결합하고 정렬하여 첫 0번 ~ 10번 항목에 대해 Game 객체 목록을 만들고
호출 함수(인덱스)에 목록을 반환합니다.
games = self.mergeQueries(hostGamesInProgress,
oppGamesInProgress)
return games

게임 페이지
게임 페이지는 사용자가 Tic-Tac-Toe 게임을 플레이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게임 그리드와 함께 게임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진행 중인 예제 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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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은 다음 상황에서 게임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 사용자가 게임을 만들고 플레이할 다른 사용자를 초대합니다.
이 경우 페이지에 호스트로 사용자가 표시되고 게임 상태는 상대방의 수락을 기다리는 PENDING으로 표시
됩니다.
• 사용자가 홈 페이지에서 대기 중인 초대 중 하나를 수락합니다.
이 경우 페이지에 사용자가 상대방으로 표시되고 게임 상태는 IN_PROGRESS로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보드에서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양식 POST 요청이 생성됩니다. 즉, Flask가
application.py에서 HTML 양식 데이터로 selectSquare를 호출합니다. 그 다음 이 함수가
gameController.py에서 updateBoardAndTurn 함수를 호출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 항목을 업데이트합
니다.
• 동작에 해당하는 새 속성을 추가합니다.
• Turn 속성 값을 다음 차례가 돌아온 사용자로 업데이트합니다.

controller.updateBoardAndTurn(item, value, session["username"])

이 함수는 항목 업데이트가 성공적일 경우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updateBoardAndTurn 함수에 대한 다음 내용을 참조하세요.
• 함수가 SDK for Python의 update_item 함수를 호출하여 기존 항목에 대해 유한한 업데이트 집합을 만듭
니다. 이 함수는 DynamoDB의 UpdateItem 작업에 매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Item 단원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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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UpdateItem과 PutItem 작업의 차이는 PutItem의 경우 전체 항목을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자
세한 내용은 PutItem 단원을 참조하세요.
update_item 호출의 경우 코드가 다음을 식별합니다.
• Games 테이블의 기본 키(즉, ItemId)입니다.
key = { "GameId" : { "S" : gameId } }

• 현재 사용자 동작에 해당하는 새로 추가할 속성 및 해당 값(예: TopLeft="X")
attributeUpdates = {
position : {
"Action" : "PUT",
"Value" : { "S" : representation }
}
}

• 업데이트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즉, StatusDate 속성이 IN_PROGRESS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 현재 차례가 Turn 속성에 지정된 대로 유효한 사용자 차례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선택한 사각형이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즉, 사각형에 해당하는 속성이 없어야 합니다.
expectations = {"StatusDate" : {"AttributeValueList": [{"S" : "IN_PROGRESS_"}],
"ComparisonOperator": "BEGINS_WITH"},
"Turn" : {"Value" : {"S" : current_player}},
position : {"Exists" : False}}

이제 함수가 update_item을 호출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self.cm.db.update_item("Games", key=key,
attribute_updates=attributeUpdates,
expected=expectations)

함수가 반환되면 다음 예제와 같이 selectSquare 함수 호출이 리디렉션됩니다.
redirect("/game="+gameId)

이 호출에 따라 브라우저가 새로 고침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고침 중에 게임이 승 또는 무승부로 종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마치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에 따라 게임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3단계: DynamoDB 서비스를 사용한 프로덕션 내 배포
주제
• 3.1: Amazon EC2의 IAM 역할 생성 (p. 1316)
• 3.2: Amazon DynamoDB에서 Games 테이블 생성 (p. 1316)
• 3.3: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코드 번들링 및 배포 (p. 1316)
• 3.4: AWS Elastic Beanstalk 환경 설정 (p.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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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원에서는 DynamoDB Local을 사용하여 로컬 컴퓨터에 Tic-Tac-Toe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및 테스
트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프로덕션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배포 및 규모 조정을 위한 간편한 서비스인 AWS Elastic Beanstalk를 사용하
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에 Flask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참조
하세요.
Elastic Beanstalk에서 하나 이상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Elastic Beanstalk를 통해 해당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 Amazon DynamoDB 서비스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로컬로가 아니라 AWS에 있는 Games 테이블을 만듭니
다.
또한 권한을 구성해야 합니다. DynamoDB의 Games 테이블과 같이 사용자가 만드는 모든 AWS 리소스는 기
본적으로 프라이빗입니다. 리소스 소유자, 즉, Games 테이블을 만든 AWS 계정만 이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Games 테이블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
니다.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려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만들고 이 역할에 Games 테
이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가 먼저 이 역할을 맡습니다. 그 응답으로 AWS는
Amazon EC2 인스턴스가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하여 Games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반환합니다.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Amazon EC2 인
스턴스가 맡을 수 있는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IA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EC2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Note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의 Amazon EC2 인스턴스를 만들기 전에 우선 Elastic Beanstalk이 인
스턴스를 만들 AWS 리전을 결정해야 합니다.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다음에는 구
성 파일에 동일한 리전 이름과 엔드포인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은 이 파
일의 정보를 사용하여 Games 테이블을 만들고 특정 AWS 리전의 후속 요청을 전송합니다. Elastic
Beanstalk이 시작하는 DynamoDB Games 테이블 및 Amazon EC2 인스턴스는 동일한 리전에 있어
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리전 목록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Amazon DynamoDB를 참
조하세요.
프로덕션에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IAM 서비스를 사용하여 IAM 역할을 만듭니다. 이 역할에 정책을 연결하여 Games 테이블에 액세스하는
DynamoDB 작업을 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2.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구성 파일의 번들을 생성한 후 .zip 파일을 만듭니다. 이 .zip 파일을
사용하여 서버에 배포할 Elastic Beanstalk에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제공합니다. 번들 생성에
대한 자세한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애플리케이션 소스 번들 생성을 참조하세요.
구성 파일(beanstalk.config)에 AWS 리전과 엔드포인트 정보를 입력합니다. Tic-Tac-Toe 애플리케
이션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연결할 DynamoDB 리전을 확인합니다.
3. Elastic Beanstalk 환경을 설정합니다. Elastic Beanstalk이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실행하고 해당 인스
턴스에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번들을 배포합니다. Elastic Beanstalk 환경이 준비되면 CONFIG_FILE
환경 변수를 추가하여 구성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4.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Amazon DynamoDB 서비스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로컬로가 아니라
AWS에 Games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 테이블에는 문자열 형식의 GameId 파티션 키로 구성된 단순 기
본 키가 있습니다.
5. 프로덕션에서 게임을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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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mazon EC2의 IAM 역할 생성
Amazon EC2 유형의 IAM 역할을 만들면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중인 Amazon EC2 인스턴스가
올바른 IAM 역할을 맡고 Games 테이블에 액세스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역할을
만들 때에는 [Custom Policy(사용자 지정 정책)] 옵션을 선택하고 다음 정책을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

}

"Version":"2012-10-17",
"Statement":[
{
"Action":[
"dynamodb:ListTables"
],
"Effect":"Allow",
"Resource":"*"
},
{
"Action":[
"dynamodb:*"
],
"Effect":"Allow",
"Resource":[
"arn:aws:dynamodb:us-west-2:922852403271:table/Games",
"arn:aws:dynamodb:us-west-2:922852403271:table/Games/index/*"
]
}
]

자세한 지침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서비스에 대한 역할 생성(AWS Management Console)을 참조하세
요.

3.2: Amazon DynamoDB에서 Games 테이블 생성
DynamoDB의 Games 테이블은 게임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 예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Games 테이블을 만들도록 합니다.

3.3: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코드 번들링 및 배포
이 예제의 단계를 따른 경우 이미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
을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로컬 컴퓨터에 모든 파일을 추출하세요. 지침은 1단계: 로컬 배포 및
테스트 (p. 1303) 단원을 참조하세요.
모든 파일을 추출하면 code 폴더가 나타납니다. 이 폴더를 Elastic Beanstalk에 전달하려면 이 폴더의 콘텐
츠를 .zip 파일로 번들링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폴더에 구성 파일을 추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리전 및
엔드포인트 정보를 사용하여 지정된 리전에 DynamoDB 테이블을 만들고, 지정된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후
속 테이블 작업 요청을 보냅니다.
1.
2.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폴더로 전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루트 폴더에서 다음 콘텐츠가 포함된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이름을
beanstalk.config로 지정합니다.
[dynamodb]
region=<AWS region>
endpoint=<DynamoDB endpoint>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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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us-west-2
endpoint=dynamodb.us-west-2.amazonaws.com

사용 가능한 리전 목록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 Amazon DynamoDB를 참조하세요.

Important
구성 파일에 지정된 리전은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에 Games 테이블을 만드
는 위치입니다. 다음 단원에서 설명하는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을 동일한 리전에 만들
어야 합니다.

Note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환경 시작을 요청하고 환경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Tic-Tac-Toe 예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려면 [단일 인스턴스] 환경 유형을 선택하여 아
래 항목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드 밸런싱, 자동 조정] 환경 유형은 가용성과 확장성이 높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할 경우 이러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경 유형을 선
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UUID를 만들고 구성 파일에 추가해야 합니다.
[dynamodb]
region=us-west-2
endpoint=dynamodb.us-west-2.amazonaws.com
[flask]
secret_key= 284e784d-1a25-4a19-92bf-8eeb7a9example

클라이언트-서버 통신에서 서버가 응답을 보내면 보안상의 이유로 서버가 서명된 쿠키를 보내
고 클라이언트는 다음 요청 시 이 쿠키를 다시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가 한 대인 경우 서버가 시
작될 때 로컬에서 암호화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버가 여러 대일 경우 모두 동일한 암호화 키
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어 서버가 설정한 쿠키를 읽을 수 없습니다. 구성 파일에
secret_key를 추가하면 모든 서버가 이 암호화 키를 사용하도록 알릴 수 있습니다.
3.

애플리케이션 루트 폴더의 내용(beanstalk.config 파일 포함)을 압축합니다(예: TicTacToe.zip).

4.

.zip 파일을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
.zip 파일을 Elastic Beanstalk에 제공하여 한 서버 또는 여러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에서
버킷 생성 및 버킷에 객체 추가 섹션을 참조하세요.

3.4: AWS Elastic Beanstalk 환경 설정
이 단계에서는 환경을 포함한 구성 요소의 컬렉션인 Elastic Beanstalk 애플리케이션을 만듭니다. 이 예제에
서는 하나의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여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및 실행합니다.
1.

다음 사용자 지정 URL을 입력하여 Elastic Beanstalk 콘솔을 설정하고 환경을 설정합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elasticbeanstalk/?region=<AWS-Region>#/newApplication
?applicationName=TicTacToeyour-name
&solutionStackName=Python
&sourceBundleUrl=https://s3.amazonaws.com/<bucket-name>/TicTacToe.zip
&environmentType=SingleInstance
&instanceType=t1.micro

사용자 지정 UR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Elastic Beanstalk 개발자 안내서에서 Launch Now URL
생성 단원을 참조하세요. URL에 대해 다음 사항을 참조하세요.
• AWS 리전 이름(구성 파일에 입력한 이름과 동일), Amazon S3 버킷 이름, 객체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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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은 테스트를 위해 [SingleInstance] 환경 유형과 t1.micro 인스턴스 유형을 요청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고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URL에서 applicationName 앞에 사용자 이름
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Elastic Beanstalk 콘솔이 열리며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Elastic Beanstalk 콘솔에서 [Review and Launch]를 선택한 다음 [Launch]를 선택합니다.

3.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URL을 기록합니다. 이 URL에서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가 열립
니다.

4.

Tic-Tac-Toe 애플리케이션이 구성 파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Elastic Beanstalk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Configuration]을 선택합니다.
a.

다음 스크린샷과 같이 [Software Configuration] 옆에 있는 기어 모양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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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nvironment Properties] 섹션의 끝부분에서 CONFIG_FILE 및 해당 값 beanstalk.config를 입
력한 다음 [Save]를 선택합니다.
이 환경 업데이트가 완료되는 데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5.

다음 예제와 같이 브라우저에 이전 단계에서 복사한 URL을 입력합니다.
http://<pen-name>.elasticbeansta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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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가 열립니다.

6.

testuser1로 로그인하고 [CREATE]를 선택하여 새 Tic-Tac-Toe 게임을 시작합니다.

7.

Choose an Opponent(상대방 선택) 상자에 testuser2를 입력합니다.

8.

다른 브라우저 창을 엽니다.
동일한 사용자로 로그인되지 않도록 브라우저 창의 모든 쿠키를 지웠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9.

다음 예제와 같이 동일한 URL을 입력하여 애플리케이션 홈 페이지를 엽니다.
http://<env-name>.elasticbeanstalk.com

10. testuser2로 로그인합니다.
11. 보류 중인 초대 목록에 있는 testuser1의 초대에 대해 [accep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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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제 게임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testuser1 및 testuser2 모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 Games
테이블의 해당 항목에 저장합니다.

4단계: 리소스 정리
이제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인증을 제외하고
Amazon DynamoDB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게임을 생성할
때 플레이어 이름을 추가하기 위해서만 홈 페이지에서 로그인 정보를 사용합니다.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에
서는 필요한 코드를 추가하여 사용자 로그인 및 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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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마쳤으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Tic-Tac-Toe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해 만든 리소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성한 리소스를 제거하려면
1.

DynamoDB에서 생성한 Games 테이블을 제거합니다.

2.

Elastic Beanstalk 환경을 종료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를 확보합니다.

3.

생성한 IAM 역할을 삭제합니다.

4.

Amazon S3에 생성된 객체를 제거합니다.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하여 DynamoDB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에서 Amazon S3 버킷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
니다. 그 밖에 동일한 AWS 리전에 속하거나 다른 리전에 속할 때에도 데이터를 Amazon S3에서 DynamoDB
테이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te
이제 DynamoDB 콘솔은 이제 기본적으로 Amazon S3에서 가져오고 Amazon S3로 내보내기를 지
원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AWS Data Pipeline 가져오기 흐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에서 가져오기 (p. 1245), Amazon S3에서 내보내기 (p. 1255) 및 Amazon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Amazon S3의 데이터 레이크로 내보내기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콘솔의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기능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목적으로 데이터 기준선 설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기준선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에 업로드
한 뒤 Amazon S3로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변경한 후 기준선을
Amazon S3에서 DynamoDB 테이블로 다시 가져와서 데이터 설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
로 우발적인 데이터 삭제, 즉 DeleteTable 작업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mazon S3의 이전 내
보내기 파일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 AWS 리전의 DynamoDB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복사하여
Amazon S3에 저장한 다음 Amazon S3의 데이터를 두 번째 리전의 동일한 DynamoDB 테이블로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리전의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가까운 DynamoDB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하여 자
체 데이터 사본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 지연 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Important
DynamoDB 백업 및 복원은 완전 관리형 기능입니다.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가용성에 아
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도 몇 메가바이트에서 수백 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데이터 테이블을 백업할 방
법이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클릭 한 번으로 또는 단일 API 호출을 사용하여 데
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AWS Data Pipeline 대신 DynamoDB의 기본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사용 (p. 629)을 참조
하십시오.
다음 다이어그램에는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한 DynamoDB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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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테이블을 내보내려면 AWS Data Pipeline 콘솔을 사용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파이
프라인이 Amazon EMR 클러스터를 시작하여 실제 내보내기가 이루어집니다. Amazon EMR은 DynamoDB
에서 데이터를 읽은 다음 Amazon S3 버킷의 내보내기 파일에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프로세스가 가져오기와 비슷하지만 가져오기는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에서 읽은 다음 DynamoDB 테이
블에 기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Important
DynamoDB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가져올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 중인 기본 AWS 서비스에 따라 추
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AWS Data Pipeline - 사용자의 가져오기/내보내기 워크플로우를 관리합니다.
• Amazon S3 - DynamoDB에서 내보낸 데이터나 DynamoDB로 가져온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 Amazon EMR - 관리형 Hadoop 클러스터를 실행하여 DynamoDB와 Amazon S3 간 읽기 및 쓰기
작업을 수행합니다. 클러스터 구성은 m3.xlarge 인스턴스 리더 노드 하나와 m3.xlarge 인스
턴스 코어 노드 하나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ata Pipeline 요금, Amazon EMR 요금 및 Amazon S3 요금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사전 조건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가져올 때는 파이프라인이 실행할 수 있는 작
업과 소비할 수 있는 리소스를 지정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작업과 리소스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사용해 정의하면 됩니다.
IAM 정책을 만들어 IAM 사용자, 역할 또는 그룹에 연결하여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은 DynamoDB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Important
IAM 사용자가 내보내기와 가져오기를 실행하려면 현재 활성화 상태의AWS 액세스 키 ID와 보안 키
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 관리를 참조하세요.

AWS Data Pipeline에 대한 IAM 역할 생성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하려면 AWS 계정에 다음과 같은 IAM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 DataPipelineDefaultRole - 파이프라인이 사용자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DataPipelineDefaultResourceRole - 파이프라인이 사용자 대신 프로비저닝하는 AWS 리소스입니다.
DynamoDB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가져올 때는 이 리소스에 Amazon EMR 클러스터, 그리고 클러스터와 연
동된 Amazon EC2 인스턴스가 포함됩니다.
이전에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직접 DataPipelineDefaultRole과
DataPipelineDefaultResourceRole을 생성해야 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역할을 생성한 후에는 원할 때마다
두 역할을 사용해서 DynamoDB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te
반대로 이전에 AWS Data Pipeline 콘솔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였다면
DataPipelineDefaultRole과 DataPipelineDefaultResourceRole도 당시에 생성되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작업은 필요 없으며, 이 단원을 생략하고 바로 DynamoDB 콘솔을 사용한 파이프라인 생성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Amazon S3로 데이터 내보내기 (p. 1328)
및 Amazon S3에서 DynamoDB로 데이터 가져오기 (p. 1329) 단원을 참조하세요.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

2.

IAM 콘솔 대시보드에서 Roles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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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Create Role]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a.

AWS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Data Pipeline)을 선택합니다.

b.

[Select your use case] 패널에서 [Data Pipeline]을 선택한 후 [Next: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c.

AWSDataPipelineRole 정책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검토를 선택합니다.

d.

[Role name] 필드에서 역할 이름으로DataPipelineDefaultRole을 입력하고 [Create role]을 선
택하세요.

[Create Role]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a.

AWS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Data Pipeline)을 선택합니다.

b.

[Select your use case] 패널에서 [EC2 Role for Data Pipeline]을 선택한 후 [Next:Permissions]을 선
택하세요.

c.

AmazonEC2RoleForDataPipelineRole 정책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검토를 선택합니
다.

d.

[Role name] 필드에서 역할 이름으로DataPipelineDefaultResourceRole을 입력하고
[Create role]을 선택하세요.

이제 위의 두 가지 역할이 생성되었으므로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파이프라인 생성을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에서 Amazon S3로 데이터 내보내기 (p. 1328) 및 Amazon S3에서
DynamoDB로 데이터 가져오기 (p. 1329) 단원을 참조하세요.

IAM 사용자 및 그룹에게 작업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수행 권한 부
여
다른 IAM 사용자, 역할 또는 그룹이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내보내거나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IAM 정책을 생성하여 지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그룹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 정책에는 필요한 작업 권한만 저
장됩니다.

전체 액세스 권한 부여
다음 절차에서는 AWS 관리형 정책 AmazonDynamoDBFullAccess, AWSDataPipeline_FullAccess
및 Amazon EMR 인라인 정책을 IAM 사용자에게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리형 정책은 AWS
Data Pipeline 및 DynamoDB 리소스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제공하며 Amazon EMR 인라인 정책과 함께 사용
하면 사용자가 이 설명서에 설명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제안되는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위의 인라인 정책에서는 dynamodbdatapipeline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 제한 없이 이 설명서를 사용하려면 제안되는 정책의 Condition 섹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

2.

IAM 콘솔 대시보드에서 Users(사용자)를 클릭하고 변경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Permissions(권한) 탭에서 Add Policy(정책 추가)를 클릭합니다.

4.

Attach permissions(권한 연결) 영역에서 Attach existing policies directly(기존 정책 직접 연결)를 선택합
니다.

5.

AmazonDynamoDBFullAccess 및 AWSDataPipeline_FullAccess를 모두 선택하고
Next:Review(다음:검토)를 클릭합니다.

6.

Add permissions(권한 추가)를 클릭합니다.

7.

다시 Permissions(권한) 탭에서 Add inline policy(인라인 정책 추가)를 클릭합니다.

8.

Create a policy(정책 생성) 페이지에서 JSON 탭을 클릭합니다.

9.

아래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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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EMR",
"Effect": "Allow",
"Action": [
"elasticmapreduce:DescribeStep",
"elasticmapreduce:DescribeCluster",
"elasticmapreduce:RunJobFlow",
"elasticmapreduce:TerminateJobFlows"
],
"Resource": "*",
"Condition": {
"Null": {
"elasticmapreduce:RequestTag/dynamodbdatapipeline": "false"
}
}
}
]

10. Review policy(정책 검토)를 클릭합니다.
11. 이름 필드에 EMRforDynamoDBDataPipeline을 입력합니다.
12. Create policy(정책 생성)를 클릭합니다.

Note
역할 또는 그룹에게 이 관리형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도 사용자와 비슷합니다.

특정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제한
사용자가 테이블의 하위 집합만 내보내거나 가져오도록 액세스를 제한하려면 사용자 지정 IAM 정책 문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정책을 생성할 때는 먼저 전체 액세스 권한 부여 (p. 1325)에 설명된 프로세스
를 사용하여 관리자가 지정하는 테이블 작업만 사용자에게 허용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사용자에게 Forum, Thread 및 Reply 테이블만 내보내거나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사용자 지정 정책의 생성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만 해당 작업이 가능합니다.
1.
2.
3.
4.
5.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
IAM 콘솔 대시보드에서 Policies(정책)와 Create Policy(정책 생성)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정책 생성(Create Policy) 창에서 관리형 정책 복사(Copy an AWS Managed Policy)로 이동하고 선택
(Select)을 클릭합니다.
관리형 정책 복사(Copy an AWS Managed Policy) 창에서 AmazonDynamoDBFullAccess로 이동하고
선택(Select)을 클릭합니다.
[Review Policy] 창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a.
b.

자동 생성된 [Policy Name]과 [Description]을 확인합니다. 원한다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Policy Document] 텍스트 상자에서 특정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도록 정책을 편집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은 다음과 같이 모든 테이블에 대한 DynamoDB 작업을 모두 허용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cloudwatch:DeleteAl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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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watch:DescribeAlarmHistory",
"cloudwatch:DescribeAlarms",
"cloudwatch:DescribeAlarmsForMetric",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cloudwatch:ListMetrics",
"cloudwatch:PutMetricAlarm",
"dynamodb:*",
"sns:CreateTopic",
"sns:DeleteTopic",
"sns:ListSubscriptions",
"sns:ListSubscriptionsByTopic",
"sns:ListTopics",
"sns:Subscribe",
"sns:Unsubscribe"

},

],
"Effect": "Allow",
"Resource": "*",
"Sid": "DDBConsole"

...remainder of document omitted...

정책을 제한하려면 먼저 다음 라인을 삭제합니다.
"dynamodb:*",

다음으로 Forum, Thread 및 Reply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만 허용하는 Action을 새로 생성합니다.
{

},

"Action": [
"dynamodb:*"
],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Forum",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Thread",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Reply"
]

Note
us-west-2를 DynamoDB 테이블이 속하는 리전으로 변경합니다. 123456789012를
AWS 계정 번호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Action을 정책 문서에 추가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dynamodb:*"
],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Forum",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Thread",
"arn:aws:dynamodb:us-west-2:123456789012:table/Repl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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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on": [
"cloudwatch:DeleteAlarms",
"cloudwatch:DescribeAlarmHistory",
"cloudwatch:DescribeAlarms",
"cloudwatch:DescribeAlarmsForMetric",
"cloudwatch:GetMetricStatistics",
"cloudwatch:ListMetrics",
"cloudwatch:PutMetricAlarm",
"sns:CreateTopic",
"sns:DeleteTopic",
"sns:ListSubscriptions",
"sns:ListSubscriptionsByTopic",
"sns:ListTopics",
"sns:Subscribe",
"sns:Unsubscribe"
],
"Effect": "Allow",
"Resource": "*",
"Sid": "DDBConsole"

...remainder of document omitted...

6.

원하는 대로 정책이 설정되었으면 [Create Policy]를 클릭합니다.

정책을 생성했으면 IAM 사용자에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IAM 콘솔 대시보드에서 Users(사용자)를 클릭하고 변경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Permissions] 탭에서 [Attach Policy]를 클릭합니다.

3.

[Attach Policy] 창에서 정책 이름을 선택한 다음 [Attach Policy]를 클릭합니다.

Note
역할 또는 그룹에게 관리자 정책을 추가하는 방법도 사용자와 비슷합니다.

DynamoDB에서 Amazon S3로 데이터 내보내기
이번 단원에서는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DynamoDB 테이블에서 Amazon S3 버킷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Amazon S3 버킷을 생성해야 합니다.

Important
이전에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절차에 앞서 2개의 IAM 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Data Pipeline에 대한 IAM 역할 생성 (p. 1324)을 참조하십시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datapipeline/에서 AWS
Data Pipeline 콘솔을 엽니다.

2.

현재 AWS 리전에 파이프라인이 없는 경우 Get started now(지금 시작)를 선택합니다.
이미 하나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Create new pipeline]을 선택합니다.

3.

[Create Pipeline(s)] 창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a.

[ name] 필드에 파이프라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MyDynamoDBExportPipeline.

b.

[Source] 파라미터로 [Build using a template]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템플릿 목록에서 [Export
DynamoDB table to S3]를 선택합니다.

c.

Source DynamoDB table name(소스 DynamoDB 테이블 이름) 필드에 내보낼 DynamoDB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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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utput S3 Folder 텍스트 상자에 내보내기 파일이 작성될 Amazon S3 URI를 입력합니다. 예:
s3://mybucket/exports
이 URI 형식은 s3://bucketname/folder를 따릅니다. 여기에서,
• bucketname은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 folder는 버킷에 포함된 폴더 이름입니다. 폴더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동 생성됩니다. 폴더 이름
을 지정하지 않으면 s3://bucketname/region/tablename과 같은 형식으로 폴더 이름이 할
당됩니다.

e.

S3 location for logs(로그의 S3 위치) 텍스트 상자에 내보내기 로그 파일이 작성될 Amazon S3 URI
를 입력합니다. 예: s3://mybucket/logs/
[ S3 Log Folder]의 URI 형식은 [Output S3 Folder] 형식과 동일합니다. URI는 폴더가 최종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S3 버킷의 최상위 레벨에는 로그 파일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dynamodbdatapipeline 키와 true 값을 사용하여 태그를 추가합니다.

5.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Activate]를 클릭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이 생성됩니다. 생성 프로세스가 끝나려면 몇 분 걸릴 수 있습니다. AWS Data Pipeline 콘솔
에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작업을 마치면 Amazon S3 콘솔에서 내보내기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파일 이름은 확장
자가 없는 식별자 값입니다(이 예에서는 ae10f955-fb2f-4790-9b11-fbfea01a871e_000000). 이 파
일의 내부 형식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의 데이터 내보내기 파일 확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Amazon S3에서 DynamoDB로 데이터 가져오기
이번 단원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DynamoDB 테이블에서 내보냈고 내보내기 파일이 Amazon S3 버킷에 기록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파일의 내부 형식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의 데이터 내보내기 파일 확
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형식은 DynamoDB에서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하여 가져올 수 있는 유일
한 파일 형식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를 내보낸 최초 테이블을 의미하는 용어로 원본 테이블을 사용하고, 가져온 데이터를 수신하
는 테이블을 의미하는 용어로 대상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Amazon S3의 내보내기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오
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대상 테이블이 이미 존재합니다. (가져오기 프로세스에서 대상 테이블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 대상 테이블과 원본 테이블의 키 스키마가 동일합니다.
대상 테이블을 반드시 비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져오기 프로세스에서 내보내기 파일의 항목과 키가
동일한 테이블의 데이터 항목은 모두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CustomerId 키가 포함된 Customer 테이블이 있
고 테이블에 항목이 3개(CustomerId 1, 2 및 3)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때 내보내기 파일에도 CustomerID 1,
2 및 3으로 사용할 데이터 항목이 저장되어 있다면 대상 테이블의 항목이 내보내기 파일의 항목으로 변경됩
니다. 또한 내보내기 파일에 CustomerId 4로 사용할 데이터 항목도 저장되어 있다면 이 항목은 그대로 테이
블에 추가됩니다.
대상 테이블은 다른 AWS 리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에 Customer 테이블
이 있고 해당 데이터를 Amazon S3로 내보낸다고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데이터를 유럽(아일랜드) 리전
의 동일한 Customer 테이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차 리전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라고 합니다.
AWS 리전 목록은 AWS 일반 참조의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은 다수의 원본 테이블을 한 번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져오기는 한 번
에 테이블 하나로 제한됩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datapipeline/에서 AWS
Data Pipeline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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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 교차 리전 가져오기를 원할 경우에는 윈도우 상단 우측 모서리로 이동하여 대상 리전을 선택합니
다.

3.

Create new pipeline(새 파이프라인 생성)을 선택합니다.

4.

[Create Pipeline(s)] 창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a.

[ name] 필드에 파이프라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MyDynamoDBImportPipeline.

b.

[Source] 파라미터로 [Build using a template]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템플릿 목록에서 [Import
DynamoDB backup data from S3]를 선택합니다.

c.

Input S3 Folder(입력 S3 폴더) 텍스트 상자에 내보내기 파일을 찾을 수 있는 Amazon S3 URI를 입
력합니다. 예: s3://mybucket/exports
이 URI 형식은 s3://bucketname/folder를 따릅니다. 여기에서,
• bucketname은 Amazon S3 버킷 이름입니다.
• folder는 내보내기 파일을 저장할 폴더 이름입니다.
가져오기 작업은 지정한 Amazon S3 위치에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의 내부 형식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의 데이터 내보내기 파일 확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d.

Target DynamoDB table name(대상 DynamoDB 이름) 필드에 데이터를 가져올 DynamoDB 테이블
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

S3 location for logs(로그의 S3 위치) 텍스트 상자에 가져오기 로그 파일이 기록될 Amazon S3 URI
를 입력합니다. 예: s3://mybucket/logs/
[ S3 Log Folder]의 URI 형식은 [Output S3 Folder] 형식과 동일합니다. URI는 폴더가 최종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S3 버킷의 최상위 레벨에는 로그 파일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f.
5.

dynamodbdatapipeline 키와 true 값을 사용하여 태그를 추가합니다.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으면 [Activate]를 클릭합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이 생성됩니다. 생성 프로세스가 끝나려면 몇 분 걸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작업은 파이프
라인 생성 직후 시작됩니다.

문제 해결
이번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오류 모드 몇 가지와 DynamoDB 내보내기 문제 해결에 대해 살펴봅니다.
내보내기나 가져오기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 AWS Data Pipeline 콘솔의 파이프라인 상태가 ERROR로 표시됩
니다. 이 경우에는 중단된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클릭하여 해당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파
이프라인의 모든 단계를 비롯해 각 단계의 상태까지 세부 정보가 자세히 표시됩니다. 특히, 보이는 실행 스택
트레이스를 모두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Amazon S3 버킷으로 이동하여 기록된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 로그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교정 작업과 함께 파이프라인의 중단 원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 몇 가지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진단하려면 표시되는 오류와 아래에 기록된 문제를 비교하세요.
• 가져오기의 경우 대상 테이블이 이미 존재하는지, 그리고 대상 테이블에 원본 테이블과 동일한 키 스키마
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져오기에 실패합니다.
• 파이프라인에 dynamodbdatapipeline 태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Amazon EMR API 호출이 성
공하지 못합니다.
• 지정한 Amazon S3 버킷이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파이프라인이 실행 제한 시간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파이프라인 생성 시 설정합니다) 예
를 들어 실행 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했는데 내보내기 작업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수
API 버전 2012-08-10
1330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미리 정의된 AWS Data Pipeline 및 DynamoDB용 템플릿

있습니다. 이때는 파이프라인을 삭제한 후 실행 제한 시간 간격을 더욱 길게 설정하여 파이프라인을 다시
생성하세요.
• 내보내기가 수행된 원래 버킷(내보내기 사본 포함)이 아닌 Amazon S3 버킷에서 복원한 경우, 매니페스트
파일을 업데이트하세요.
• 내보내기 또는 가져오기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사전 조건 (p. 1324)을 참조하십시오.
• 최대 Amazon EC2 인스턴스 수나 최대 AWS Data Pipeline 파이프라인 수처럼 AWS 계정에서 리소스 할
당량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할당량의 증가를 요청하는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의 AWS 서비스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Note
파이프라인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의 문제 해결 단원을
참조하세요.

미리 정의된 AWS Data Pipeline 및 DynamoDB용 템플
릿
AWS Data Pipeline의 작동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이 안내서에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사용하기 위한 단계별 자습서가 있습니다. 이 자습서를 출발
점으로 삼아 직접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Data Pipeline 자습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의 자습서: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하는 Amazon
DynamoDB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참조하세요.
AWS Data Pipeline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기 위한 템플릿을 몇 가지 제공합니다. 다음은 DynamoDB에
관련된 템플릿입니다.

DynamoDB와 Amazon S3 간 데이터 내보내기
Note
DynamoDB 콘솔은 이제 자체 Amazon S3로 내보내기 흐름을 지원하지만 AWS Data Pipeline 가져
오기 흐름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로 DynamoDB 데이터 내보내기: 작동
방식 (p. 1255) 단원과 블로그 게시물 Amazon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Amazon S3의 데이터
레이크로 내보내기(코드 작성 필요 없음)를 참조하세요.
AWS Data Pipeline 콘솔에서는 DynamoDB 및 Amazon S3 간에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해 미리 정의된 템플
릿 2개를 제공합니다. 이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ata Pipeline 개발자 안내서의 다음 단원을 참
조하세요.
• Amazon S3로 DynamoDB 내보내기
• DynamoDB로 Amazon S3 내보내기

Titan용 Amazon DynamoDB 스토리지 백엔드
Titan용 DynamoDB 스토리지 백엔드 프로젝트는 GitHub에서 제공되는 JanusGraph용 Amazon DynamoDB
스토리지 백엔드로 대체되었습니다.
JanusGraph용 DynamoDB 스토리지 백엔드에 대한 최신 지침은 README.md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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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의 예약어
다음 키워드는 DynamoDB에서 사용하기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식에서 속성 이름으로 사
용하지 마세요. 이 목록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DynamoDB 예약어와 충돌하는 속성 이름을 포함한 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식 속성 이름을 정의하여 예약
어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표현식 속성 이름 (p. 355)을 참조하십시오.

ABORT
ABSOLUTE
ACTION
ADD
AFTER
AGENT
AGGREGATE
ALL
ALLOCATE
ALTER
ANALYZE
AND
ANY
ARCHIVE
ARE
ARRAY
AS
ASC
ASCII
ASENSITIVE
ASSERTION
ASYMMETRIC
AT
ATOMIC
ATTACH
ATTRIBUTE
AUTH
AUTHORIZATION
AUTHORIZE
AUTO
AVG
BACK
BACKUP
BASE
BATCH
BEFORE
BEGIN
BETWEEN
BIGINT
BINARY
BIT
BLOB
BLOCK
BOOLEAN
BOTH
BREADTH
BUCKET
BULK
BY
BYTE
CALL
CALLED
CALL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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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CASCADED
CASE
CAST
CATALOG
CHAR
CHARACTER
CHECK
CLASS
CLOB
CLOSE
CLUSTER
CLUSTERED
CLUSTERING
CLUSTERS
COALESCE
COLLATE
COLLATION
COLLECTION
COLUMN
COLUMNS
COMBINE
COMMENT
COMMIT
COMPACT
COMPILE
COMPRESS
CONDITION
CONFLICT
CONNECT
CONNECTION
CONSISTENCY
CONSISTENT
CONSTRAINT
CONSTRAINTS
CONSTRUCTOR
CONSUMED
CONTINUE
CONVERT
COPY
CORRESPONDING
COUNT
COUNTER
CREATE
CROSS
CUBE
CURRENT
CURSOR
CYCLE
DATA
DATABASE
DATE
DATETIME
DAY
DEALLOCATE
DEC
DECIMAL
DECLARE
DEFAULT
DEFERRABLE
DEFERRED
DEFINE
DEFINED
DEFINITION
DELETE
DE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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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DEREF
DESC
DESCRIBE
DESCRIPTOR
DETACH
DETERMINISTIC
DIAGNOSTICS
DIRECTORIES
DISABLE
DISCONNECT
DISTINCT
DISTRIBUTE
DO
DOMAIN
DOUBLE
DROP
DUMP
DURATION
DYNAMIC
EACH
ELEMENT
ELSE
ELSEIF
EMPTY
ENABLE
END
EQUAL
EQUALS
ERROR
ESCAPE
ESCAPED
EVAL
EVALUATE
EXCEEDED
EXCEPT
EXCEPTION
EXCEPTIONS
EXCLUSIVE
EXEC
EXECUTE
EXISTS
EXIT
EXPLAIN
EXPLODE
EXPORT
EXPRESSION
EXTENDED
EXTERNAL
EXTRACT
FAIL
FALSE
FAMILY
FETCH
FIELDS
FILE
FILTER
FILTERING
FINAL
FINISH
FIRST
FIXED
FLATTERN
FLOAT
FO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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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FORMAT
FORWARD
FOUND
FREE
FROM
FULL
FUNCTION
FUNCTIONS
GENERAL
GENERATE
GET
GLOB
GLOBAL
GO
GOTO
GRANT
GREATER
GROUP
GROUPING
HANDLER
HASH
HAVE
HAVING
HEAP
HIDDEN
HOLD
HOUR
IDENTIFIED
IDENTITY
IF
IGNORE
IMMEDIATE
IMPORT
IN
INCLUDING
INCLUSIVE
INCREMENT
INCREMENTAL
INDEX
INDEXED
INDEXES
INDICATOR
INFINITE
INITIALLY
INLINE
INNER
INNTER
INOUT
INPUT
INSENSITIVE
INSERT
INSTEAD
INT
INTEGER
INTERSECT
INTERVAL
INTO
INVALIDATE
IS
ISOLATION
ITEM
ITEMS
ITERATE
JOIN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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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
LAG
LANGUAGE
LARGE
LAST
LATERAL
LEAD
LEADING
LEAVE
LEFT
LENGTH
LESS
LEVEL
LIKE
LIMIT
LIMITED
LINES
LIST
LOAD
LOCAL
LOCALTIME
LOCALTIMESTAMP
LOCATION
LOCATOR
LOCK
LOCKS
LOG
LOGED
LONG
LOOP
LOWER
MAP
MATCH
MATERIALIZED
MAX
MAXLEN
MEMBER
MERGE
METHOD
METRICS
MIN
MINUS
MINUTE
MISSING
MOD
MODE
MODIFIES
MODIFY
MODULE
MONTH
MULTI
MULTISET
NAME
NAMES
NATIONAL
NATURAL
NCHAR
NCLOB
NEW
NEXT
NO
NONE
NOT
NULL
NULLIF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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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
OBJECT
OF
OFFLINE
OFFSET
OLD
ON
ONLINE
ONLY
OPAQUE
OPEN
OPERATOR
OPTION
OR
ORDER
ORDINALITY
OTHER
OTHERS
OUT
OUTER
OUTPUT
OVER
OVERLAPS
OVERRIDE
OWNER
PAD
PARALLEL
PARAMETER
PARAMETERS
PARTIAL
PARTITION
PARTITIONED
PARTITIONS
PATH
PERCENT
PERCENTILE
PERMISSION
PERMISSIONS
PIPE
PIPELINED
PLAN
POOL
POSITION
PRECISION
PREPARE
PRESERVE
PRIMARY
PRIOR
PRIVATE
PRIVILEGES
PROCEDURE
PROCESSED
PROJECT
PROJECTION
PROPERTY
PROVISIONING
PUBLIC
PUT
QUERY
QUIT
QUORUM
RAISE
RANDOM
RANGE
RANK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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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READS
REAL
REBUILD
RECORD
RECURSIVE
REDUCE
REF
REFERENCE
REFERENCES
REFERENCING
REGEXP
REGION
REINDEX
RELATIVE
RELEASE
REMAINDER
RENAME
REPEAT
REPLACE
REQUEST
RESET
RESIGNAL
RESOURCE
RESPONSE
RESTORE
RESTRICT
RESULT
RETURN
RETURNING
RETURNS
REVERSE
REVOKE
RIGHT
ROLE
ROLES
ROLLBACK
ROLLUP
ROUTINE
ROW
ROWS
RULE
RULES
SAMPLE
SATISFIES
SAVE
SAVEPOINT
SCAN
SCHEMA
SCOPE
SCROLL
SEARCH
SECOND
SECTION
SEGMENT
SEGMENTS
SELECT
SELF
SEMI
SENSITIVE
SEPARATE
SEQUENCE
SERIALIZABLE
SESSION
SET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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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D
SHARE
SHARED
SHORT
SHOW
SIGNAL
SIMILAR
SIZE
SKEWED
SMALLINT
SNAPSHOT
SOME
SOURCE
SPACE
SPACES
SPARSE
SPECIFIC
SPECIFICTYPE
SPLIT
SQL
SQLCODE
SQLERROR
SQLEXCEPTION
SQLSTATE
SQLWARNING
START
STATE
STATIC
STATUS
STORAGE
STORE
STORED
STREAM
STRING
STRUCT
STYLE
SUB
SUBMULTISET
SUBPARTITION
SUBSTRING
SUBTYPE
SUM
SUPER
SYMMETRIC
SYNONYM
SYSTEM
TABLE
TABLESAMPLE
TEMP
TEMPORARY
TERMINATED
TEXT
THAN
THEN
THROUGHPUT
TIME
TIMESTAMP
TIMEZONE
TINYINT
TO
TOKEN
TOTAL
TOUCH
TRAILING
TRANSACTION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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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E
TRANSLATION
TREAT
TRIGGER
TRIM
TRUE
TRUNCATE
TTL
TUPLE
TYPE
UNDER
UNDO
UNION
UNIQUE
UNIT
UNKNOWN
UNLOGGED
UNNEST
UNPROCESSED
UNSIGNED
UNTIL
UPDATE
UPPER
URL
USAGE
USE
USER
USERS
USING
UUID
VACUUM
VALUE
VALUED
VALUES
VARCHAR
VARIABLE
VARIANCE
VARINT
VARYING
VIEW
VIEWS
VIRTUAL
VOID
WAIT
WHEN
WHENEVER
WHERE
WHILE
WINDOW
WITH
WITHIN
WITHOUT
WORK
WRAPPED
WRITE
YEAR
ZONE

기존 조건부 파라미터
이 단원에서는 기존 조건부 파라미터와 DynamoDB의 표현식 파라미터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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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DynamoDB는 단일 호출에서 기존 조건부 파라미터와 표현식 파라미터의 혼용을 허용하지 않
습니다. 예를 들어 AttributesToGet과 ConditionExpression을 사용해 Query 작업을 호출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 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여전히 지원하는 DynamoDB API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식 파라미
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표현식 파라미터를 대신 사용하도록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사용하는 API

함께 사용하는 기존 파라미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식 파라
미터

BatchGetItem

AttributesToGet

ProjectionExpression

DeleteItem

Expected

ConditionExpression

GetItem

AttributesToGet

ProjectionExpression

PutItem

Expected

ConditionExpression

Query

AttributesToGet

ProjectionExpression

KeyConditions

KeyConditionExpression

QueryFilter

FilterExpression

AttributesToGet

ProjectionExpression

ScanFilter

FilterExpression

AttributeUpdates

UpdateExpression

Expected

ConditionExpression

Scan

UpdateItem

다음 단원에서는 기존 조건부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주제
• AttributesToGet (p. 1342)
• AttributeUpdates (p. 1342)
• ConditionalOperator (p. 1344)
• Expected (p. 1344)
• KeyConditions (p. 1348)
• QueryFilter (p. 1350)
• ScanFilter (p. 1351)
• 기존 파라미터를 이용한 조건 작성 (p.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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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ToGet
Note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AttributesToGet은 DynamoDB에서 검색되는 하나 이상의 속성 어레이입니다. 속성 이름을 제공하지 않
으면 모든 속성이 반환됩니다. 요청한 속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결과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AttributesToGet을 사용하면 목록이나 맵 유형의 속성을 검색할 수 있지만 목록이나 맵 안의 개별 요소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AttributesToGet은 할당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DynamoDB는 애플리케이션에 반환되는 데이
터 크기가 아닌 항목 크기를 기준으로 소비된 용량 단위를 결정합니다.

대신 ProjectionExpression 사용
Music 테이블에서 항목을 검색하고 싶은데, 속성 중 일부만 반환되길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에서와 같이 GetItem 요청을 AttributesToGet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Music \
--attributes-to-get '["Artist", "Genre"]' \
--key '{
"Artist": {"S":"No One You Know"},
"SongTitle": {"S":"Call Me Today"}
}'

하지만 다음과 같이 ProjectionExpression을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aws dynamodb get-item \
--table-name Music \
--projection-expression "Artist, Genre" \
--key '{
"Artist": {"S":"No One You Know"},
"SongTitle": {"S":"Call Me Today"}
}'

AttributeUpdates
Note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UpdateItem 작업에서, AttributeUpdates는 수정할 속성 이름, 각각에서 수행할 작업, 각각의 새 값
입니다. 해당 테이블의 인덱스에 대한 인덱스 키 속성인 속성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속성 유형이 표 설명의
AttributesDefinition에 정의되어 있는 인덱스 키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UpdateItem을 사용하여
다른 키가 아닌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값은 null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자열과 이진 형식 속성 길이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설정 유형 속성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값이 비어 있는 요청은 ValidationException 예외로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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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AttributeUpdates 요소는 수정할 속성 이름 및 다음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 Value - 이 속성의 새 값(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Action - 업데이트 수행 방법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이 작업은 데이터 유형이 숫자이거나 집합인 기존 속
성에 대해서만 유효하므로, 다른 데이터 유형에는 ADD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정된 기본 키를 가진 항목이 테이블에 없으면, 다음 값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PUT - 지정된 속성을 항목에 추가합니다. 속성이 이미 있는 경우 새 값으로 바뀝니다.
• DELETE - DELETE에 대해 지정된 값이 없는 경우, 속성과 해당 값을 제거합니다. 지정된 값의 데이터 유
형은 기존 값의 데이터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값 세트가 지정된 경우 해당 값이 이전 세트에서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 속성 값이 세트 [a,b,c]이고
DELETE 작업이 [a,c]를 지정하면, 최종 속성 값은 [b]가 됩니다. 빈 세트를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합니
다.
• ADD - 속성이 아직 없으면 지정된 값을 항목에 추가합니다. 속성이 있으면 ADD의 동작은 속성의 데이터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존 속성이 숫자이고 Value도 숫자이면 Value가 산술적으로 기존 속성에 추가됩니다. Value가 음
수이면 기존 속성에서 차감됩니다.

Note
ADD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숫자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
우, DynamoDB는 초기 값으로 0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ADD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속성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
키는 경우, DynamoDB는 초기 값으로 0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하려는 항목에
itemcount라는 속성이 없는데, 그래도 이 속성에 숫자 3을 ADD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DynamoDB는 itemcount 속성을 만들고, 초기 값을 0으로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3을 더합니
다. 결과는 새로운 itemcount 속성이 되며, 그 값은 3이 됩니다.
• 기존 데이터 형식이 세트이고 Value도 세트이면 Value가 기존 세트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속성
값이 세트 [1,2]이고 ADD 작업이 [3]을 지정하면, 최종 속성 값은 [1,2,3]이 됩니다. 세트 속성에
대한 ADD 작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속성 유형이 기존 세트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두 세트의 프리미티브 데이터 형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데이터 형식이 문자열 세트인
경우 Value 도 문자열 세트여야 합니다.
지정된 키를 가진 항목이 테이블에 없으면, 다음 값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PUT - DynamoDB가 지정된 기본 키를 사용하여 새 항목을 만든 다음, 속성을 추가합니다.
• DELETE -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서는 속성을 삭제할 수 없으므로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작업은 성공하
지만 DynamoDB가 새 항목을 만들지 않습니다.
• ADD - DynamoDB가 속성 값에 대해 제공된 기본 키와 숫자(또는 숫자 세트)로 항목을 만듭니다. 허용되
는 유일한 데이터 형식은 숫자 및 숫자 집합입니다.
인덱스 키의 일부인 속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속성의 데이터 형식이 표 속성 설명에 있는 스키마의 데이터
형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대신 UpdateExpression 사용
Music 테이블의 항목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에서와 같이 UpdateItem 요청
을 AttributeUpdates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Music \
--key '{
버전 2012-08-10
"SongTitle": {"S":"Call API
M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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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S":"No One You Know"}
}' \
--attribute-updates '{
"Genre": {
"Action": "PUT",
"Value": {"S":"Rock"}
}
}'

하지만 다음과 같이 UpdateExpression을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Music \
--key '{
"SongTitle": {"S":"Call Me Today"},
"Artist": {"S":"No One You Know"}
}' \
--update-expression 'SET Genre = :g' \
--expression-attribute-values '{
":g": {"S":"Rock"}
}'

속성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 업데이트 (p. 111) 단원을 참조하세요.

ConditionalOperator
Note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Expected, QueryFilter 또는 ScanFilter 맵의 조건에 적용되는 논리 연산자:
• AND - 모든 조건이 true로 평가되면 전체 맵이 true로 평가됩니다.
• OR - 조건 중 하나라도 true로 평가되면 전체 맵이 true로 평가됩니다.
ConditionalOperator를 생략하는 경우 AND가 기본값입니다.
전체 맵이 true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작업이 성공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목록 또는 맵 유형의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pected
Note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Expected는 UpdateItem 작업의 조건부 블록입니다. Expected는 속성/조건 페어의 맵입니다. 각 속성은
속성 이름, 비교 연산자 및 하나 이상의 값으로 구성됩니다. DynamoDB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속성을 제
공된 값과 비교합니다. 각 Expected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는 true 또는 false입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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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맵의 요소를 다수 지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즉, 조건이
모두 AND로 연결됩니다. (대신 ConditionalOperator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조건을 OR로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모든 조건이 아니라 조건 중 하나 이상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Expected 맵이 true로 평가되면 조건부 작업이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Expected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AttributeValueList - 제공된 속성에 대해 평가되는 하나 이상의 값. 목록에 있는 값의 개수는 사용되
는 ComparisonOperator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 유형의 경우 값 비교가 숫자입니다.
크다, 같다 또는 작다 등의 문자열 값 비교는 UTF-8 이진 인코딩을 사용하는 유니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A보다 크고 a는 B보다 큽니다.
이진수 유형의 경우, DynamoDB가 이진수 값을 비교할 때 이진수 데이터의 각 바이트를 부호가 없는 것으
로 처리합니다.
• ComparisonOperator - AttributeValueList의 속성을 평가하는 비교기입니다. 비교를 수행하면
DynamoDB가 강력한 일관된 읽기(Strongly Consistent Read)를 사용합니다.
다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Q | NE | LE | LT | GE | GT | NOT_NULL | NULL | CONTAINS | NOT_CONTAINS |
BEGINS_WITH | IN | BETWEEN
다음은 각 비교 연산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 EQ : 같음. EQ는 모든 데이터 형식(목록 및 맵 포함)에 대해 지원됩니다.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문자열 집합, 숫자 집합 또는 이진수 집합 유
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같지 않습니다.
• NE : 같지 않음. NE는 모든 데이터 형식(목록 및 맵 포함)에 대해 지원됩니다.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문자열 집합, 숫자 집합 또는 이진수 집합 유
형의 AttributeValue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에 요청에서 제공한 형식과 다른 형
식의 AttributeValue가 포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같지 않습니다.
• LE : 작거나 같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
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LT : 작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
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함
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GE : 크거나 같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
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API 버전
2012-08-10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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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 : 큼.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
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NOT_NULL : 속성 있음. NOT_NULL은 모든 데이터 형식(목록 및 맵 포함)에 대해 지원됩니다.

Note
이 연산자는 속성의 데이터 형식이 아닌 존재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속성 "a"의 데이터 형식이
null이고 NOT_NULL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결과가 부울 true가 됩니다. 속성 "a"가 존재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며, 데이터 형식은 NOT_NULL 비교 연산자와 관련 없습니
다.
• NULL : 속성 없음. NULL은 모든 데이터 형식(목록 및 맵 포함)에 대해 지원됩니다.

Note
이 연산자는 속성의 데이터 형식이 아닌 비존재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속성 "a"의 데이터 형식
이 null이고 NULL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결과가 부울 false가 됩니다. 속성 "a"가 존재하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며, 데이터 형식은 NULL 비교 연산자와 관련 없습니다.
• CONTAINS: 세트의 하위 시퀀스 또는 값 확인.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
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비교 대상의 속성이 문자열 유형이라면 연산자가 하위 문자열이 일치하는지 확
인합니다. 비교 대상의 속성이 이진수 유형이라면 연산자가 대상에서 입력 이진수와 일치하는 부분 수열
을 찾습니다. 비교 대상의 속성이 집합("SS", "NS" 또는 "BS")이라면 집합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든지 정확
히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만 연산자가 true로 평가됩니다.
CONTAINS는 목록의 경우 지원됩니다. "a CONTAINS b"를 평가할 때, "a"는 목록이 될 수 있지만,
"b"는 집합, 맵 또는 목록이 될 수 없습니다.
• NOT_CONTAINS: 세트의 하위 시퀀스 부재 또는 값의 부재 확인.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
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비교 대상의 속성이 문자열이라면 연산자가 하위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는지 확
인합니다. 비교 대상의 속성이 이진수라면 연산자가 대상에서 입력 이진수와 일치하는 부분 수열이 없는
지 확인합니다. 비교 대상의 속성이 집합("SS", "NS" 또는 "BS")이라면 집합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든지 정
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지 못해야만(does not) 연산자가 true로 평가됩니다.
NOT_CONTAINS는 목록의 경우 지원됩니다. "a NOT CONTAINS b"를 평가할 때, "a"는 목록이 될 수
있지만, "b"는 집합, 맵 또는 목록이 될 수 없습니다.
• BEGINS_WITH: 접두사 여부 확인.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또는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
다(숫자 또는 집합 유형 제외). 비교 대상의 속성은 문자열 또는 이진수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숫자 또는
집합 유형 제외).
• IN: 두 집합 안의 일치하는 요소 확인.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나 이상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이 속성들은 기존 집합 유형 항목 속성과 비교됩니다. 입력된 집합
요소 중 하나라도 항목 속성에 있으면 표현식은 true로 평가됩니다.
• BETWEEN: 첫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음 및 두 번째 값보다 작거나 같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집합 유형 제외) 중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2개
의 AttributeValue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값이 첫 번째 요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
고 두 번째 요소보다 작거나 같을 API
때 대상
일치합니다.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버전속성이
2012-08-10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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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
습니다.
다음 파라미터는 AttributeValueList 및 ComparisonOperator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alue - DynamoDB가 속성과 값을 비교할 값.
• Exists - DynamoDB가 조건부 작업을 시도하기 전에 값을 평가하도록 할 부울 값:
• Exists가 true이면, DynamoDB가 속성 값이 테이블에 이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있으면, 조건이
true로 평가되고, 없으면 조건이 false로 평가됩니다.
• Exists가 false이면, DynamoDB가 속성 값이 테이블에 없다고(not) 가정합니다. 값이 실제로 없으
면, 가정이 유효하고 조건이 true로 평가됩니다. 값이 있으면, 값이 없다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false로 평가됩니다.
Exists의 기본값은 true입니다.
Value 및 Exists 파라미터는 AttributeValueList 및 ComparisonOperator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두 파라미터 집합을 한 번에 사용하면 DynamoDB에서 ValidationException 예외를 반환합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목록 또는 맵 유형의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ConditionExpression 사용
특정 조건이 true인 경우에만 Music 테이블의 항목을 수정하길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에
서와 같이 UpdateItem 요청을 Expected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Music \
--key '{
"Artist": {"S":"No One You Know"},
"SongTitle": {"S":"Call Me Today"}
}' \
--attribute-updates '{
"Price": {
"Action": "PUT",
"Value": {"N":"1.98"}
}
}' \
--expected '{
"Price": {
"ComparisonOperator": "LE",
"AttributeValueList": [ {"N":"2.00"} ]
}
}'

하지만 다음과 같이 ConditionExpression을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aws dynamodb update-item \
--table-name Music \
--key '{
"Artist": {"S":"No One You Know"},
"SongTitle": {"S":"Call Me Today"}
}' \
--update-expression 'SET Price = :p1' \
--condition-expression 'Price <= :p2' \
--expression-attribute-values '{
":p1": {"N":"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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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N":"2.00"}

KeyConditions
Note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KeyConditions는 Query 작업의 선택 기준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쿼리의 경우, 테이블 기본 키 속성에 있
는 조건만 가질 수 있습니다. EQ 조건으로 파티션 키 이름 및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렬 키의 두 번째 조건
은 옵션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Note
정렬 키 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파티션 키가 일치하는 모든 항목이 검색됩니다.
FilterExpression 또는 QueryFilter가 있는 경우 항목이 검색된 후 적용됩니다.
인덱스에 있는 쿼리의 경우, 인덱스 키 속성에 있는 조건만 가질 수 있습니다. EQ 조건으로 인덱스 파티션 키
이름 및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덱스 정렬 키의 두 번째 조건은 옵션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KeyConditions 요소는 비교할 속성 이름 및 다음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 AttributeValueList - 제공된 속성에 대해 평가되는 하나 이상의 값. 목록에 있는 값의 개수는 사용되
는 ComparisonOperator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 유형의 경우 값 비교가 숫자입니다.
크다, 같다 또는 작다 등의 문자열 값 비교는 UTF-8 이진 인코딩을 사용하는 유니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A보다 크고 a는 B보다 큽니다.
Binary의 경우, DynamoDB가 이진수 값을 비교할 때 이진수 데이터의 각 바이트를 부호가 없는 것으로 처
리합니다.
• ComparisonOperator - 속성을 평가하는 비교기(예: 같다, 크다, 작다 등).
KeyConditions의 경우 다음 비교 연산자만 지원됩니다.
EQ | LE | LT | GE | GT | BEGINS_WITH | BETWEEN
다음은 이러한 비교 연산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 EQ : 같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
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함
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같지 않습니다.
• LE : 작거나 같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
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LT : 작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
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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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GE : 크거나 같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
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GT : 큼.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요소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집합 유형 제외).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
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BEGINS_WITH: 접두사 여부 확인.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또는 이진수 유형의 AttributeValue 하나만 포함될 수 있습니
다(숫자 또는 집합 유형 제외). 비교 대상의 속성은 문자열 또는 이진수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숫자 또는
집합 유형 제외).
• BETWEEN: 첫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음 및 두 번째 값보다 작거나 같음.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집합 유형 제외) 중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2개
의 AttributeValue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값이 첫 번째 요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
고 두 번째 요소보다 작거나 같을 때 대상 속성이 일치합니다. 요청에서 제공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요소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
습니다.

대신 KeyConditionExpression 사용
Music 테이블의 파티션 키와 동일한 파티션 키가 있는 여러 항목을 검색하길 원한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에서와 같이 Query 요청을 KeyConditions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Music \
--key-conditions '{
"Artist":{
"ComparisonOperator":"EQ",
"AttributeValueList": [ {"S": "No One You Know"} ]
},
"SongTitle":{
"ComparisonOperator":"BETWEEN",
"AttributeValueList": [ {"S": "A"}, {"S": "M"} ]
}
}'

하지만 다음과 같이 KeyConditionExpression을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Music \
--key-condition-expression 'Artist = :a AND SongTitle BETWEEN :t1 AND :t2' \
--expression-attribute-values '{
":a": {"S": "No One You Know"},
":t1": {"S": "A"},
":t2": {"S": "M"}
}'

API 버전 2012-08-10
1349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QueryFilter

QueryFilter
Note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Query 작업에서 QueryFilter는 항목이 읽히고 원하는 값만 반환한 후 쿼리 결과를 평가하는 조건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목록 또는 맵 유형의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ote
QueryFilter는 항목이 이미 읽힌 후에 적용되므로 필터링 프로세스로 인해 읽기 용량 단위를 추
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QueryFilter 맵에 조건을 다수 제공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이 true로 평가됩니다. 즉, 조건이 모
두 AND로 연결됩니다. (대신 ConditionalOperator (p. 1344)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조건을 OR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모든 조건이 아니라 조건 중 하나 이상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QueryFilter에는 키 속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티션 키 또는 정렬 키에는 필터 조건을 정의할 수 없습
니다.
각 QueryFilter 요소는 비교할 속성 이름 및 다음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 AttributeValueList - 제공된 속성에 대해 평가되는 하나 이상의 값. 목록에 있는 값의 개수는
ComparisonOperator에 지정된 연산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 유형의 경우 값 비교가 숫자입니다.
크다, 같다 또는 작다 등의 문자열 값 비교는 UTF-8 이진 인코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A보다
크고 a는 B보다 큽니다.
이진수 유형의 경우, DynamoDB가 이진수 값을 비교할 때 이진수 데이터의 각 바이트를 부호가 없는 것으
로 처리합니다.
JSON에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하위 수준 API (p. 15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ComparisonOperator - 속성을 평가하는 비교기. 예: 같다, 크다, 작다 등.
다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Q | NE | LE | LT | GE | GT | NOT_NULL | NULL | CONTAINS | NOT_CONTAINS |
BEGINS_WITH | IN | BETWEEN

대신 FilterExpression 사용
Music 테이블을 쿼리하는데 일치하는 항목에 조건을 적용하고 싶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에서
와 같이 Query 요청을 QueryFilter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Music \
--key-conditions '{
"Artist": {
"ComparisonOperator": "EQ",
"AttributeValueList": [ {"S": "No One You K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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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ery-filter '{
"Price": {
"ComparisonOperator": "GT",
"AttributeValueList": [ {"N": "1.00"} ]
}
}'

하지만 다음과 같이 FilterExpression을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aws dynamodb query \
--table-name Music \
--key-condition-expression 'Artist = :a' \
--filter-expression 'Price > :p' \
--expression-attribute-values '{
":p": {"N":"1.00"},
":a": {"S":"No One You Know"}
}'

ScanFilter
Note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Scan 작업에서 ScanFilter는 스캔 결과를 평가하고 원하는 값만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Note
이 파라미터는 목록 또는 맵 유형의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canFilter 맵에 조건을 다수 지정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이 true로 평가됩니다. 즉, 조건이 모두
AND로 연결됩니다. (대신 ConditionalOperator (p. 1344)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조건을 OR로 연결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모든 조건이 아니라 조건 중 하나 이상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각 ScanFilter 요소는 비교할 속성 이름 및 다음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 AttributeValueList - 제공된 속성에 대해 평가되는 하나 이상의 값. 목록에 있는 값의 개수는
ComparisonOperator에 지정된 연산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 유형의 경우 값 비교가 숫자입니다.
크다, 같다 또는 작다 등의 문자열 값 비교는 UTF-8 이진 인코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A보다
크고 a는 B보다 큽니다.
Binary의 경우, DynamoDB가 이진수 값을 비교할 때 이진수 데이터의 각 바이트를 부호가 없는 것으로 처
리합니다.
JSON에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하위 수준 API (p. 15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ComparisonOperator - 속성을 평가하는 비교기. 예: 같다, 크다, 작다 등.
다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Q | NE | LE | LT | GE | GT | NOT_NULL | NULL | CONTAINS | NOT_CONTAINS |
BEGINS_WITH | IN |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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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FilterExpression 사용
Music 테이블을 검색하는데 일치하는 항목에 조건을 적용하고 싶다고 가정합니다. 다음 AWS CLI 예제에서
와 같이 Scan 요청을 ScanFilter 파라미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dynamodb scan \
--table-name Music \
--scan-filter '{
"Genre":{
"AttributeValueList":[ {"S":"Rock"} ],
"ComparisonOperator": "EQ"
}
}'

하지만 다음과 같이 FilterExpression을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aws dynamodb scan \
--table-name Music \
--filter-expression 'Genre = :g' \
--expression-attribute-values '{
":g": {"S":"Rock"}
}'

기존 파라미터를 이용한 조건 작성
Note
표현식 파라미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개의 기존 파라미터가 사용 중단되었습니다. 새 애플리케이션
에서는 이러한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원에서는 Expected, QueryFilter, ScanFilter 등 기존 파라미터를 사용해 조건을 작성하는 방
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Note
그 외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표현식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
서 표현식 사용 (p. 351)을 참조하십시오.

단순 조건
속성 값만 알고 있으면 직접 조건을 작성하여 테이블 속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평가 방법은 항상
true 또는 false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ComparisonOperator - 초과, 미만, 같음 등
• AttributeValueList(선택 사항) - 비교할 속성 값. 사용하는 ComparisonOperator에 따라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1개, 2개 또는 그 이상이 저장되거나, 하나도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러한 파라미터를 조건에 사용하는 몇 가지 예제와 함께 여러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
합니다.

속성 값이 없는 비교 연산자
• NOT_NULL -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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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 -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true.
위 연산자는 속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교할 값이 없기 때문에
AttributeValueList를 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다음은 Dimensions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true로 평가되는 표현식입니다.
...

...

"Dimensions": {
ComparisonOperator: "NOT_NULL"
}

속성 값이 하나인 비교 연산자
• EQ - 속성이 값과 같으면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며, 이 값의 형식으로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문자열 집
합, 숫자 집합 또는 이진수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의 값이 항목에 저장
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 "3"은 숫자 3과 다릅니다. 또한 숫자 3은 숫자 집합 [3,
2, 1]과 다릅니다.
• NE - 속성이 값과 같지 않으면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며, 이 값의 형식으로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 문자열 집
합, 숫자 집합 또는 이진수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의 값이 항목에 저장
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LE - 속성이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며, 이 값의 형식으로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가 될 수 있
습니다(집합 제외). 요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LT - 속성이 값보다 작으면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며, 이 값의 형식으로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가 될 수 있
습니다(집합 제외). 요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의 값이 항목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GE - 속성이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며, 이 값의 형식으로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가 될 수 있
습니다(집합 제외). 요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의 값이 항목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GT - 속성이 값보다 크면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며, 이 값의 형식으로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가 될 수 있
습니다(집합 제외). 요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의 값이 항목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 CONTAINS - 값이 집합 내에 저장되거나, 하나의 값이 다른 값에 저장되는 경우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며, 이 값의 형식으로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가 될 수 있
습니다(집합 제외). 비교 대상의 속성이 문자열이라면 연산자가 하위 문자열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비
교 대상의 속성이 이진수라면 연산자가 대상에서 입력 이진수와 일치하는 부분 수열을 찾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의 속성이 집합이라면 집합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든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만 연산자가
true로 평가됩니다.
• NOT_CONTAINS - 값이 집합 내에 저장되지 않거나, 혹은 하나의 값이 다른 값에 저장되지 않는 경우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값이 하나만 저장되며, 이 값의 형식으로는 문자열, 숫자, 이진수가 될 수 있
습니다(집합 제외). 비교 대상의 속성이 문자열이라면 연산자가 하위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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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교 대상의 속성이 이진수라면 연산자가 대상에서 입력 이진수와 일치하는 부분 수열이 없는지 확인
합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의 속성이 집합이라면 집합을 구성하는 어떤 항이든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
지 못할 때 연산자가 true로 평가됩니다.
• BEGINS_WITH - 속성 중 첫 번째 일부 문자가 입력한 값과 일치하는 경우 true 숫자를 비교할 때는 이 연산
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ttributeValueList에 문자열 또는 이진수(숫자 또는 집합 제외) 중 한 가지 형식의 값만 저장됩니다.
비교 대상의 속성은 문자열 또는 이진수가 되어야 합니다(숫자 또는 집합 제외).
위의 연산자들은 모두 속성과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AttributeValueList는 단일 값으로 구성하
여 지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연산자에서 이 값은 스칼라가 되어야 하지만 EQ와 NE 연산자는 집합도 지원합니
다.
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아래 표현식들은 true로 평가됩니다.
• 제품 가격이 100보다 큰 경우
...

...

"Price": {
ComparisonOperator: "GT",
AttributeValueList: [ {"N":"100"} ]
}

• 제품 카테고리가 "Bo"로 시작되는 경우
...

...

"ProductCategory": {
ComparisonOperator: "BEGINS_WITH",
AttributeValueList: [ {"S":"Bo"} ]
}

• 제품이 빨간색, 녹색 또는 검은색으로 출시되는 경우
...

...

"Color": {
ComparisonOperator: "EQ",
AttributeValueList: [
[ {"S":"Black"}, {"S":"Red"}, {"S":"Green"} ]
]
}

Note
집합 데이터 형식을 비교할 때 요소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DynamoDB는 요청에서 지정한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한 값 집합이 포함된 항목만 반환합니다.

속성 값이 2개인 비교 연산자
• BETWEEN - 값이 엔드포인트를 포함해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 있는 경우 true.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집합 제외) 중 동일한 형식의 요소 2개가 저장되어
야 합니다. 대상 값이 첫 번째 요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요소보다 작거나 같을 때 대상 속성
이 일치합니다. 요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의 값이 항목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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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연산자는 속성 값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중 동일한 형식의 스칼라 요소 2개가 저장되어야 합니다.
예
다음은 제품 가격이 100에서 200 사이인 경우에 true로 평가되는 표현식입니다.
...

...

"Price": {
ComparisonOperator: "BETWEEN",
AttributeValueList: [ {"N":"100"}, {"N":"200"} ]
}

속성 값이 n개인 비교 연산자
• IN - 값이 열거 목록의 값 중 하나라도 같으면 true. 이 목록에서는 집합이 아닌 스칼라 값만 지원됩니다. 대
상 속성이 일치하려면 형식이 동일하고 값도 정확해야 합니다.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집합 제외) 중 한 가지 형식의 요소가 하나 이상 저
장됩니다. 이 속성들은 집합을 제외한 형식의 기존 항목 속성과 비교됩니다. 입력된 집합 요소 중 하나라도
항목 속성에 있으면 표현식은 true로 평가됩니다.
AttributeValueList에는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집합 제외) 중 한 가지 형식의 값이 하나 이상 저장
됩니다. 비교 대상 속성이 일치하려면 형식이 동일하고 값도 정확해야 합니다. 문자열은 문자열 세트와 일
치하지 않습니다.
위 연산자는 열거 목록 내 입력 값의 유무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AttributeValueList에서 스칼라 값
은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지만 모두 데이터 형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예
다음은 Id 값이 201, 203 또는 205인 경우 true로 평가되는 표현식입니다.
...

...

"Id": {
ComparisonOperator: "IN",
AttributeValueList: [ {"N":"201"}, {"N":"203"}, {"N":"205"} ]
}

다수의 조건 사용
DynamoDB에서는 다수의 조건을 결합하여 복잡한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alOperator (p. 1344)를 옵션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표현식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건을 다수 지정할 때 전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되려면 모든 조건이 true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적으로 AND 연산이 발생합니다.
예
다음은 제품이 최소 600페이지가 넘는 서적인 경우에 true로 평가되는 표현식입니다. 두 조건 모두 묵시적으
로 AND가 사용되기 때문에 true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ProductCategory": {
ComparisonOperator: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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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ValueList: [ {"S":"Book"} ]
},
"PageCount": {
ComparisonOperator: "GE",
AttributeValueList: [ {"N":600"} ]
}

ConditionalOperator (p. 1344)는 AND 연산의 발생 여부를 명확히 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 예제는 위 예제와
똑같이 동작합니다.
...

...

"ConditionalOperator" : "AND",
"ProductCategory": {
"ComparisonOperator": "EQ",
"AttributeValueList": [ {"N":"Book"} ]
},
"PageCount": {
"ComparisonOperator": "GE",
"AttributeValueList": [ {"N":600"} ]
}

그 밖에도 ConditionalOperator를 OR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는 true로 평
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다음은 제품이 산악 자전거인 경우, 특정 브랜드 이름인 경우, 혹은 가격이 100보다 큰 경우에 true로 평가되
는 표현식입니다.
...

...

ConditionalOperator : "OR",
"BicycleType": {
"ComparisonOperator": "EQ",
"AttributeValueList": [ {"S":"Mountain" ]
},
"Brand": {
"ComparisonOperator": "EQ",
"AttributeValueList": [ {"S":"Brand-Company A" ]
},
"Price": {
"ComparisonOperator": "GT",
"AttributeValueList": [ {"N":"100"} ]
}

Note
복잡한 표현식에서는 첫 번째 조건부터 마지막 조건까지 차례대로 처리됩니다.
단일 표현식에서는 AND와 OR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조건부 연산자
이전 DynamoDB 버전에서는 Expected 파라미터의 조건부 쓰기 동작이 달랐습니다. Expected 맵의 각 항
목은 다음 파라미터와 함께 DynamoDB가 확인하는 속성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 Value - 속성과 비교할 값
• Exists - 작업에 앞서 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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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및 Exists 옵션은 앞으로도 DynamoDB에서 지원되지만 등식 조건이나 속성의 존재 여부를 테스트
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신에 ComparisonOperator와 AttributeValueList 사용
을 권장합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훨씬 광범위한 조건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mple
DeleteItem은 서적의 출판 중단 여부를 확인하며, 이 조건이 true인 경우에 한해 해당 항목을 삭제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건을 사용하는 AWS CLI 예입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
"Id": {"N":"600"}
}' \
--expected '{
"InPublication": {
"Exists": true,
"Value": {"BOOL":false}
}
}'

다음은 위 예제와 동일하지만 기존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예제입니다.

aws dynamodb delete-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key '{
"Id": {"N":"600"}
}' \
--expected '{
"InPublication": {
"ComparisonOperator": "EQ",
"AttributeValueList": [ {"BOOL":false} ]
}
}'

Example
PutItem 작업은 동일한 기본 키 속성으로 기존 항목을 덮어쓰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다음은 기존 조건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item '{
"Id": {"N":"500"},
"Title": {"S":"Book 500 Title"}
}' \
--expected '{
"Id": { "Exists": false }
}'

다음은 위 예제와 동일하지만 기존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예제입니다.
aws dynamodb put-item \
--table-name ProductCatalog \
--item '{
"Id": {"N":"500"},
"Title": {"S":"Book 500 Title"}
}' \

API 버전 2012-08-10
1357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이전 하위 수준 API 버전(2011-12-05)
--expected '{
"Id": { "ComparisonOperator": "NULL" }
}'

Note
Expected 맵의 조건일 때는 기존 Value 및 Exists 옵션을 ComparisonOperator 및
AttributeValueList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조건부 쓰기가 오류를 일으킵
니다.

이전 하위 수준 API 버전(2011-12-05)
이번 단원에서는 이전 DynamoDB 하위 수준 API 버전(2011-12-05)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살펴봅
니다. 이 하위 수준 API 버전을 유지하는 이유는 기존 애플리케이션과의 역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API 버전(2012-08-10)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위 수준 API 참
조 (p. 1275)을 참조하십시오.

Note
애플리케이션은 최신 API 버전(2012-08-10)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DynamoDB 기능은 이전 API 버전으로 백포트(backport)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제
• BatchGetItem (p. 1358)
• BatchWriteItem (p. 1363)
• CreateTable (p. 1367)
• DeleteItem (p. 1372)
• DeleteTable (p. 1376)
• DescribeTables (p. 1379)
• GetItem (p. 1382)
• ListTables (p. 1384)
• PutItem (p. 1386)
• Query (p. 1390)
• 스캔 (p. 1398)
• UpdateItem (p. 1408)
• UpdateTable (p. 1414)

BatchGetItem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BatchGetItem 작업은 기본 키를 사용하여 여러 테이블에서 다수의 항목에 대한 속성을 반환합니다. 단일
작업에서 가져올 수 있는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또한 가져오는 항목 크기도 1MB로 제한됩니다. 응답
크기 제한을 벗어났거나, 테이블의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초과하거나 내부 처리 오류가 발생하여 일부 결
과만 반환되는 경우에는 DynamoDB가 UnprocessedKeys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을 가져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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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이러한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지당 반환되는 항목 수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항목 100개를 가져오려고 해도 각 항목 크기가 50KB라면 시스템은 20개와
해당하는 UnprocessedKeys 값만 반환합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
면 애플리케이션에 자체 로직을 추가하여 결과 페이지를 단일 집합으로 어셈블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포함된 각 테이블마다 프로비저닝 처리량이 부족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DynamoDB가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오류를 반환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BatchGetItem는 요청에 속한 모든 테이블에 최종적 일관된 읽기(Eventually
Consistent Read)를 실행합니다. 그렇지 않고 consistent read를 원할 때는 테이블마다
ConsistentRead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BatchGetItem 은 항목을 병렬 방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응답 지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DynamoDB는 반환되는 응답에서 속성의 순서 방식을 보장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항목 별로 응답을 구문 분석하려면 요청 항목마다 AttributesToGet에 기본 키 값을
추가해야 합니다.
요청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 응답에서는 아무것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요청은 읽기 형식에 따라 최소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항목 크기 및 형식 (p. 287)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BatchGet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RequestItems":
{"Table1":
{"Keys":
[{"HashKeyElement": {"S":"KeyValue1"}, "RangeKeyElement":{"N":"KeyValue2"}},
{"HashKeyElement": {"S":"KeyValue3"}, "RangeKeyElement":{"N":"KeyValue4"}},
{"HashKeyElement": {"S":"KeyValue5"}, "RangeKeyElement":{"N":"KeyValue6"}}],
"AttributesToGet":["AttributeName1", "AttributeName2", "AttributeName3"]},
"Table2":
{"Keys":
[{"HashKeyElement": {"S":"KeyValue4"}},
{"HashKeyElement": {"S":"KeyValue5"}}],
"AttributesToGet": ["AttributeName4", "AttributeName5", "AttributeName6"]
}
}
}

이름

설명

필수

RequestItems

기본 키로 가져올 테이블 이름과
해당 항목의 컨테이너. 항목 요청
시 각 테이블 이름은 작업당 한 번
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유형: String
기본값: None
Table

가져올 항목이 저장되어 있는 테
이블 이름. 이 엔트리는 레이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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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없는 기존 테이블을 지정하는 단
순 문자열입니다.
유형: String
기본값: None
Table:Keys

지정 테이블의 항목을 정의하는
예
기본 키 값. 기본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
하세요.
형식: 키

Table:AttributesToGet

지정 테이블에 속한 속성 이름 배
열. 속성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속성이 반환됩니다. 일부 속
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결과에 표
시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형식: 배열
Table:ConsistentRead

true로 설정하면 consistent read
가 발생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eventually consistent가 사용됩니
다.

아니요

유형: Boolean

응답
구문
HTTP/1.1 200
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855
{"Responses":
{"Table1":
{"Items":
[{"AttributeName1": {"S":"AttributeValue"},
"AttributeName2": {"N":"AttributeValue"},
"AttributeName3": {"SS":["AttributeValue", "AttributeValue", "AttributeValue"]}
},
{"AttributeName1": {"S": "AttributeValue"},
"AttributeName2": {"S": "AttributeValue"},
"AttributeName3": {"NS": ["AttributeValue", "AttributeValue", "AttributeValue"]}
}],
"ConsumedCapacityUnits":1},
"Table2":
{"Items":
[{"AttributeName1": {"S":"AttributeValue"},
"AttributeName2": {"N":"AttributeValue"},
"AttributeName3": {"SS":["AttributeValue", "AttributeValue", "AttributeValue"]}
},
{"AttributeName1": {"S": "AttributeValue"},
"AttributeName2": {"S": "Attribut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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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ributeName3": {"NS": ["AttributeValue", "AttributeValue","AttributeValue"]}
}],
"ConsumedCapacityUnits":1}
},
"UnprocessedKeys":
{"Table3":
{"Keys":
[{"HashKeyElement": {"S":"KeyValue1"}, "RangeKeyElement":{"N":"KeyValue2"}},
{"HashKeyElement": {"S":"KeyValue3"}, "RangeKeyElement":{"N":"KeyValue4"}},
{"HashKeyElement": {"S":"KeyValue5"}, "RangeKeyElement":{"N":"KeyValue6"}}],
"AttributesToGet":["AttributeName1", "AttributeName2", "AttributeName3"]}
}

이름

설명

Responses

테이블 이름과 테이블의 각 항목 속성.
유형: 맵
항목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이름. 이 엔트리는 레
이블이 없는 테이블을 지정하는 단순 문자열입니다.

Table

유형: String
작업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속성 이름과 값이 저장되
는 컨테이너.

Items

형식: 속성 이름 맵과 속성의 데이터 형식 및 값.
각 테이블마다 사용되는 읽기 용량 단위 수. 이 값
은 할당 처리량에 적용되는 수를 나타냅니다. 존재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요청은 읽기 형식에 따라 최
소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
리 (p. 283) 단원을 참조하세요.

ConsumedCapacityUnits

형식: 숫자
응답 크기 제한에 걸려 현재 응답에서 처리되지
않은 테이블 배열과 각 테이블 키가 저장됩니다.
UnprocessedKeys 값은 RequestItems 파라미
터와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따라서 이 값을 이어지
는 BatchGetItem 작업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RequestItems 파라미터를 참
조하세요.

UnprocessedKeys

형식: 배열
항목, 그리고 항목과 연동된 속성을 정의하는 기
본 키 속성 값. 기본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UnprocessedKeys: Table: Keys

형식: 속성 이름-값 페어의 배열.
UnprocessedKeys: Table: AttributesToGet

지정 테이블에 속한 속성 이름. 속성 이름을 지정하
지 않으면 모든 속성이 반환됩니다. 일부 속성을 찾
을 수 없는 경우 결과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식: 속성 이름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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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UnprocessedKeys: Table: ConsistentRead

true로 설정하면 지정 테이블에 consistent read
가 사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 일관된 읽기
(Eventually Consistent Read)가 사용됩니다.
유형: 부울.

특수 오류
오류

설명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할당이 허용되는 최대 처리량을 초과하였습니다.

예시
다음은 BatchGetItem 작업을 사용해 HTTP POST 요청 및 응답을 나타낸 예제입니다. AWS SDK를 사용하
는 예는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요청
다음은 두 가지 다른 테이블에서 속성을 요청하는 예제입니다.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BatchGet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409
{"RequestItems":
{"comp1":
{"Keys":
[{"HashKeyElement":{"S":"Casey"},"RangeKeyElement":{"N":"1319509152"}},
{"HashKeyElement":{"S":"Dave"},"RangeKeyElement":{"N":"1319509155"}},
{"HashKeyElement":{"S":"Riley"},"RangeKeyElement":{"N":"1319509158"}}],
"AttributesToGet":["user","status"]},
"comp2":
{"Keys":
[{"HashKeyElement":{"S":"Julie"}},{"HashKeyElement":{"S":"Mingus"}}],
"AttributesToGet":["user","friends"]}
}
}

샘플 응답
다음은 응답 예제입니다.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GTPQVRM4VJS792J1UFJTKUB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373
Date: Fri, 02 Sep 2011 23:07:39 GMT
{"Responses":
{"comp1":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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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S":"online"},"user":{"S":"Casey"}},
{"status":{"S":"working"},"user":{"S":"Riley"}},
{"status":{"S":"running"},"user":{"S":"Dave"}}],
"ConsumedCapacityUnits":1.5},
"comp2":
{"Items":
[{"friends":{"SS":["Elisabeth", "Peter"]},"user":{"S":"Mingus"}},
{"friends":{"SS":["Dave", "Peter"]},"user":{"S":"Julie"}}],
"ConsumedCapacityUnits":1}
},
"UnprocessedKeys":{}

BatchWriteItem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이 작업을 사용하면 단일 호출로 여러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항목을 업로드하려면 PutItem을 사용하고, 하나의 항목을 삭제하려면 DeleteItem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예: Amazon EMR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DynamoDB로 마이그레이션) BatchWriteItem은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Java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스레드를 사용하여 항목을 동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리케
이션의 스레드 처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다른 언어는 스레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HP를 사용하
는 경우 한 번에 하나씩 항목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BatchWriteItem은 지정된
추가 및 삭제 작업이 동시에 처리되는 대안을 제공하여 스레드 풀 접근 방식을 제공하므로 애플리케이션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BatchWriteItem 작업에서 지정된 각각의 개별적 추가 및 삭제는 소비되는 용량 단위 기준으로는 동일하
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다만 BatchWriteItem이 지정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은 줄어
듭니다.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삭제 작업은 1 쓰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사용되는 용량 단위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 단원을 참조하세요.
BatchWriteItem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제한에 유의하세요.
• 단일 요청에서 최대 작업 - 총 최대 25개의 추가 또는 삭제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 요청 크
기는 1MB(HTTP 페이로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항목을 추가 및 삭제하는 경우에만 BatchWriteItem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사용하여 기
존 항목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 원자성 작업이 아님 - BatchWriteItem에 지정된 개별 작업은 원자성입니다. 그러나
BatchWriteItem은 전체적으로 ‘최상의 노력’ 작업이며 원자성 작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BatchWriteItem 요청에서 일부 작업만 성공하고 다른 작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작업은 응답
에서 UnprocessedItems 필드로 반환됩니다. 실패 원인 중 일부는 테이블에 대해 구성된 할당된 처리량
을 초과했거나 네트워크 오류와 같은 일시적 실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청을 조사하거나 선택적으로 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atchWriteItem을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반복될 때마다 처리되지 않은
항목을 확인한 다음, 그러한 항목을 포함시킨 새 BatchWriteItem 요청을 제출합니다.
• 항목을 반환하지 않음 - BatchWriteItem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업로드하기 위한 것입니
다. 그러나 PutItem 및 DeleteItem에서 지원하는 일부 고급 작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eleteItem은 요청 본문의 ReturnValues 필드를 지원하여 응답에서 삭제된 항목을 요청합니다.
BatchWriteItem 작업은 응답에 항목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PutItem 및 DeleteItem과는 달리 BatchWriteItem은 작업의 개별 쓰기 요청에 조건을 지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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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값은 null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자열과 이진 형식 속성 길이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설정 유형 속성은 비
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값이 비어 있는 요청은 ValidationException으로 거부됩니다.
DynamoDB는 다음 중 하나가 true일 경우 전체 일괄 쓰기 작업을 거부합니다.
• BatchWriteItem 요청에 지정된 하나 이상의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요청의 항목에 지정된 기본 키 속성이 해당하는 테이블의 기본 키 스키마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BatchWriteItem 요청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여러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동일한
BatchWriteItem 요청에서 동일한 항목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총 요청 크기가 1MB 요청 크기(HTTP 페이로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일괄의 개별 항목이 64KB 항목 크기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BatchGet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
}

"RequestItems" :

RequestItems
{
"TableName1" :
"TableName2" :
...
}

RequestItems

[ Request, Request, ... ],
[ Request, Request, ... ],

Request ::=
PutRequest | DeleteRequest
PutRequest ::=
{
"PutRequest" : {
"Item" : {
"Attribute-Name1" : Attribute-Value,
"Attribute-Name2" : Attribute-Value,
...
}
}
}
DeleteRequest ::=
{
"DeleteRequest" : {
"Key" : PrimaryKey-Value
}
}
PrimaryKey-Value ::= HashTypePK | HashAndRangeTypePK
HashTypePK ::=
{
"HashKeyElement" : Attribute-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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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hAndRangeTypePK
{
"HashKeyElement" : Attribute-Value,
"RangeKeyElement" : Attribute-Value,
}
Attribute-Value ::= String | Numeric| Binary | StringSet | NumericSet | BinarySet
Numeric ::=
{
"N": "Number"
}
String ::=
{
"S": "String"
}
Binary ::=
{
"B": "Base64 encoded binary data"
}
StringSet ::=
{
"SS": [ "String1", "String2", ... ]
}
NumberSet ::=
{
"NS": [ "Number1", "Number2", ... ]
}
BinarySet ::=
{
"BS": [ "Binary1", "Binary2", ... ]
}

요청 본문에서 RequestItems JSON 객체는 수행할 작업을 설명합니다. 작업은 테이블별로 그룹화됩니다.
BatchWriteItem을 사용하여 여러 테이블에서 여러 항목을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각 쓰기
요청별로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 앞에 있는 요청 유형(PutItem, DeleteItem)을 확인해야 합니다.
• PutRequest의 경우, 항목, 즉 속성 및 해당 값 목록을 제공합니다.
• DeleteRequest의 경우, 기본 키 이름과 값을 제공합니다.

응답
구문
다음은 응답에서 반환한 JSON 본문의 구문입니다.
{
}

"Responses" :
"UnprocessedItems" :

ConsumedCapacityUnitsByTable
RequestItems

ConsumedCapacityUnitsByTable
{
"TableName1" : { "ConsumedCapacityUnits", : NumericValue },
"TableName2" : { "ConsumedCapacityUnits", : Numeric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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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estItems
This syntax is identical to the one described in the JSON syntax in the request.

특수 오류
이 작업에는 특정 오류가 없습니다.

예시
다음 예에서는 HTTP POST 요청 및 BatchWriteItem 작업의 응답을 보여 줍니다. 이 요청은 Reply 및
Thread 테이블에서 다음 작업을 지정합니다.
• Reply 테이블의 항목 추가 및 삭제
• Thread 테이블로 항목 추가
AWS SDK를 사용하는 예는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BatchGet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

"RequestItems":{
"Reply":[
{
"PutRequest":{
"Item":{
"ReplyDateTime":{
"S":"2012-04-03T11:04:47.034Z"
},
"Id":{
"S":"DynamoDB#DynamoDB Thread 5"
}
}
}
},
{
"DeleteRequest":{
"Key":{
"HashKeyElement":{
"S":"DynamoDB#DynamoDB Thread 4"
},
"RangeKeyElement":{
"S":"oops - accidental row"
}
}
}
}
],
"Thread":[
{
"PutRequest":{
"Item":{
"ForumName":{
"S":"Dynamo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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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Subject":{
"S":"DynamoDB Thread 5"
}

샘플 응답
다음 응답 예에서는 Thread 및 Reply 테이블에서 성공한 추가 작업 및 Reply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할당된
처리량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병목 현상 등의 이유로) 실패한 삭제 작업을 보여 줍니다. JSON 응답에서
다음을 참고하세요.
• Responses 객체는 Thread 및 Reply 테이블에서 성공적인 추가 작업의 결과로 이 두 테이블에서 1 용량
단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UnprocessedItems 객체는 Reply 테이블에서 성공하지 못한 삭제 작업을 보여 줍니다. 새
BatchWriteItem 호출을 발행하여 처리되지 않은 이러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G8M9ANLOE5QA26AEUHJKJE0ASB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536
Date: Thu, 05 Apr 2012 18:22:09 GMT
{

}

"Responses":{
"Thread":{
"ConsumedCapacityUnits":1.0
},
"Reply":{
"ConsumedCapacityUnits":1.0
}
},
"UnprocessedItems":{
"Reply":[
{
"DeleteRequest":{
"Key":{
"HashKeyElement":{
"S":"DynamoDB#DynamoDB Thread 4"
},
"RangeKeyElement":{
"S":"oops - accidental row"
}
}
}
}
]
}

CreateTable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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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CreateTable 작업은 사용자 계정에 새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이 테이블 이름은 요청을 실행하는 AWS 계정 및 요청을 수신하는 AWS 리전(예: dynamodb.uswest-2.amazonaws.com)과 연동된 테이블 이름과 달라야 합니다. 각 DynamoDB 엔드포인트는 완전히 독
립적입니다. 예를 들어, dynamodb.us-west-2.amazonaws.com 및 dynamodb.us-west-1.amazonaws.com에
"MyTable"이라는 테이블이 각각 있는 경우 해당 테이블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CreateTable 작업은 비동기 워크플로를 트리거하여 테이블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DynamoDB는 테이블이
ACTIVE 상태가 될 때까지 테이블 상태(CREATING)를 즉시 반환합니다. 테이블이 ACTIVE 상태인 경우 데이
터 플레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escribeTables (p. 1379)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 상태를 확인합니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CreateTable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AttributeName1","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AttributeName2","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10}
}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생성할 테이블 이름.

예

허용되는 문자는 a~z, A~Z, 0~9,
'_'(밑줄), '-'(대시) 및 '.'(점)입니
다. 이름에 포함되는 문자 길이는
3~255자입니다.
유형: String
KeySchema

테이블의 기본 키(단순 또는 복
합) 구조. HashKeyElement에
서는 이름-값 페어가 필수이지만
RangeKeyElement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복합 기본 키의 경우
에만 필요함). 기본 키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기본 키 요소 이름은 1~255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자에는 제한
이 없습니다.
AttributeType에 대해 가능한 값
은 "S"(문자열), "N"(숫자) 또는
"B"(이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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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형식: HashKeyElement
맵, 또는 복합 기본 키의
HashKeyElement 및
RangeKeyElement
ProvisionedThroughput

지정 테이블의 새로운 처리량으
예
로서 ReadCapacityUnits 값
과 WriteCapacityUnits 값
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
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현재 최대값/최소값은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량 (p. 1264)를 참조
하세요.
형식: 배열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DynamoDB가 다른 작업과 로드
밸런스를 맞출 때까지 지정 테
이블에서 사용되는 consistent
ReadCapacityUnits의 초당 최
소 수를 설정합니다.

예

Eventually consistent read
작업은 consistent read 작업
에 비해 필요한 부하가 적습
니다. 따라서 초당 consistent
ReadCapacityUnits를
50으로 설정하면 초당
eventually consistent
ReadCapacityUnits는 100이
됩니다.
형식: 숫자
ProvisionedThroughput:
WriteCapacityUnits

DynamoDB가 다른 작업과
로드 밸런스를 맞출 때까지
지정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WriteCapacityUnits의 초당
최소 수를 설정합니다.

예

형식: 숫자

응답
구문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CSOC7TJPLR0OOKIRLGOHVAICUF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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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length: 311
Date: Tue, 12 Jul 2011 21:31:03 GMT
{"TableDescription":
{"CreationDateTime":1.310506263362E9,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AttributeName1","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AttributeName2","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10},
"TableName":"Table1",
"TableStatus":"CREATING"
}
}

이름

설명

TableDescription

테이블 속성에 대한 컨테이너

CreationDateTime

UNIX epoch 시간 형식의 테이블 생성 날짜
형식: 숫자

KeySchema

테이블의 기본 키(단순 또는 복합) 구조.
HashKeyElement에서는 이름-값 페어가 필수이지
만 RangeKeyElement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복
합 기본 키의 경우에만 필요함). 기본 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형식: HashKeyElement 맵, 또는 복합 기본 키의
HashKeyElement 및 RangeKeyElement

ProvisionedThroughput

지정 테이블의 처리량으로서
ReadCapacityUnits 값과
WriteCapacityUnits 값으로 구성됩니다.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
리 (p. 283) 섹션을 참조하세요.
형식: 배열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DynamoDB가 다른 작업과 로드 밸런스를 맞출 때까
지 사용되는 ReadCapacityUnits의 초당 최소 수
입니다.
형식: 숫자

ProvisionedThroughput
:WriteCapacityUnits

WriteCapacityUnits가 다른 작업
과 로드 밸런스를 맞출 때까지 사용되는
ReadCapacityUnits의 초당 최소 수입니다.
형식: 숫자

TableName

생성된 테이블 이름
유형: String

TableStatus

현재 테이블 상태(CREATING) 테이블이 ACTIVE 상
태일 때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DescribeTables (p. 1379)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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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유형: String

특수 오류
오류

설명

ResourceInUseException

기존 테이블을 다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LimitExceededException

동시 테이블 요청 수(CREATING, DELETING 또는
UPDATING 상태인 테이블의 누적 수)가 허용된 최대
값을 초과합니다.

Note
현재 최대값/최소값은 Amazon DynamoDB
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
량 (p. 1264)를 참조하세요.
.

예시
다음 예에서는 문자열과 숫자를 포함하는 복합 기본 키가 있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AWS SDK를 사용하는 예
는 DynamoDB의 테이블 및 데이터 작업 (p. 276)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CreateTable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comp-table",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user","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time","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10}
}

샘플 응답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CSOC7TJPLR0OOKIRLGOHVAICUF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311
Date: Tue, 12 Jul 2011 21:31:03 GMT
{"TableDescription":
{"CreationDateTime":1.310506263362E9,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user","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time","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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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Name":"comp-table",
"TableStatus":"CREATING"
}

관련 작업
• DescribeTables (p. 1379)
• DeleteTable (p. 1376)

DeleteItem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기본 키로 테이블의 단일 항목을 삭제합니다. 항목이 있거나 항목에 예상 속성 값이 있을 경우 삭제하는 조건
부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속성이나 값 없이 DeleteItem을 지정하면 항목의 모든 속성이 삭제됩니다.
조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DeleteItem은 idempotent 작업이 됩니다. 동일한 항목이나 속성에서 여
러 번 실행할 경우 오류 응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항목과 속성을 삭제할 때만 조건부 삭제가 유용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DynamoDB에서 삭제를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목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작업마다 한 속성에 대해 예상되는 조건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Delete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Key":
{"HashKeyElement":{"S":"AttributeValue1"},"RangeKeyElement":
{"N":"AttributeValue2"}},
"Expected":{"AttributeName3":{"Value":{"S":"AttributeValue3"}}},
"ReturnValues":"ALL_OLD"}
}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삭제할 항목이 포함된 테이블 이
름입니다.

예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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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Key

항목을 정의하는 기본 키입니다.
기본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예

형식: 해당 값에 대한
HashKeyElement 및 해당 값에
대한 RangeKeyElement의 맵
Expected

조건부 삭제의 속성을 지정합니
다. Expected 파라미터를 사
용하면 속성 이름을 제공하고,
DynamoDB에서 속성을 삭제하기
전에 속성에 특정 값이 있는지 확
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아니요

형식: 속성 이름의 맵
Expected:AttributeName

조건부 입력에 대한 속성 이름입
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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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Expected:AttributeName:
ExpectedAttributeValue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속성 이
름-값 페어의 값이 존재할지 여부
를 지정합니다.

아니요

다음 JSON 표기법은 항목의
"Color" 속성이 없을 경우 해당 항
목을 삭제합니다.
"Expected" :
{"Color":{"Exists":false}}

다음 JSON 표기법은 항목을 삭제
하기 전에 이름이 "Color"인 속성
의 기존 값이 "Yellow"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pected" :
{"Color":{"Exists":true},
{"Value":{"S":"Yellow"}}}

기본적으로 Expected 파라미
터를 사용하고 Value를 제공
하는 경우 DynamoDB는 속성
이 존재하고 바꿀 현재 값이 있
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Exists":true}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
다. 요청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
습니다.
"Expected" :
{"Color":{"Value":
{"S":"Yellow"}}}

Note
확인할 속성
값이 없을 때
{"Exists":true}를
지정하면 DynamoDB는
오류를 반환합니다.
ReturnValues

속성 이름-값 페어가 삭제되기
전에 이를 가져오려면 이 파라
미터를 사용합니다. 가능한 파
라미터 값은 NONE(기본) 또는
ALL_OLD입니다. ALL_OLD가 지
정되면 이전 항목의 내용이 반환
됩니다. 이 파라미터가 제공되지
않거나 NONE인 경우, 아무 것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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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구문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CSOC7TJPLR0OOKIRLGOHVAICUF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353
Date: Tue, 12 Jul 2011 21:31:03 GMT
{"Attributes":
{"AttributeName3":{"SS":["AttributeValue3","AttributeValue4","AttributeValue5"]},
"AttributeName2":{"S":"AttributeValue2"},
"AttributeName1":{"N":"AttributeValue1"}
},
"ConsumedCapacityUnits":1
}

이름

설명

Attributes

ReturnValues 파라미터가 ALL_OLD로 요청에 제
공되면 DynamoDB가 속성 이름-값 페어의 배열을
반환합니다(특히 삭제된 항목). 그렇지 않으면 응답
에 빈 세트가 포함됩니다.
형식: 속성 이름-값 페어의 배열.
작업에서 사용한 쓰기 용량 단위의 수입니다. 이 값
은 할당 처리량에 적용되는 수를 나타냅니다. 존재
하지 않는 항목의 삭제 요청은 1 쓰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
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단원을 참조하
세요.

ConsumedCapacityUnits

형식: 숫자

특수 오류
오류

설명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조건부 확인이 실패했습니다. 예상 속성 값이 검색
되지 않았습니다.

예시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Delete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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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comp-table",
"Key":
{"HashKeyElement":{"S":"Mingus"},"RangeKeyElement":{"N":"200"}},
"Expected":
{"status":{"Value":{"S":"shopping"}}},
"ReturnValues":"ALL_OLD"
}

샘플 응답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U9809LI6BBFJA5N2R0TB0P017J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353
Date: Tue, 12 Jul 2011 22:31:23 GMT
{"Attributes":
{"friends":{"SS":["Dooley","Ben","Daisy"]},
"status":{"S":"shopping"},
"time":{"N":"200"},
"user":{"S":"Mingus"}
},
"ConsumedCapacityUnits":1
}

관련 작업
• PutItem (p. 1386)

DeleteTable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DeleteTable 작업은 테이블과 테이블에 속한 모든 항목을 삭제합니다. DeleteTable 요청 이후
DynamoDB가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한 테이블은 DELETING 상태가 됩니다.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해당
테이블 상태가 ACTIVE이어야 합니다. 테이블이 CREATING 또는 UPDATING 상태인 경우에는 DynamoDB
가 ResourceInUseException 오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지정한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DynamoDB가 ResourceNotFoundException을 반환합니다. 테이블이 이미 DELETING 상태라면 어떠한
오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Note
DynamoDB는 테이블 삭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DELETING 상태인 테이블에서 GetItem, PutItem
등의 데이터 플레인 작업 요청을 계속 허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요청을 실행하는 AWS 계정 및 요청을 수신하는 AWS 리전(예: dynamodb.uswest-1.amazonaws.com)과 관련된 테이블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각 DynamoDB 엔드포인트는 완전히 독립
적입니다. 예를 들어, dynamodb.us-west-2.amazonaws.com 및 dynamodb.us-west-1.amazonaws.com에
"MyTable"이라는 테이블이 각각 있는 경우 해당 테이블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즉, 한 테이블을 삭제해도 다른 테이블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DescribeTables (p. 1379)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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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DeleteTable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삭제할 테이블 이름

예

유형: String

응답
구문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4HONCKIVH1BFUDQ1U68CTG3N27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311
Date: Sun, 14 Aug 2011 22:56:22 GMT
{"TableDescription":
{"CreationDateTime":1.313362508446E9,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user","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time","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10},
"TableName":"Table1",
"TableStatus":"DELETING"
}
}

이름

설명

TableDescription

테이블 속성에 대한 컨테이너

CreationDateTime

테이블 생성 날짜
형식: 숫자

KeySchema

테이블의 기본 키(단순 또는 복합) 구조.
HashKeyElement에서는 이름-값 페어가 필수이지
만 RangeKeyElement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복
합 기본 키의 경우에만 필요함). 기본 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형식: HashKeyElement 맵, 또는 복합 기본 키의
HashKeyElement 및 RangeKey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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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ProvisionedThroughput

지정 테이블의 처리량으로서
ReadCapacityUnits 값과
WriteCapacityUnits 값으로 구성됩니다.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
리 (p. 283) 섹션을 참조하세요.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DynamoDB가 다른 작업과 로드 밸런스
를 맞출 때까지 지정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ReadCapacityUnits의 초당 최소 수입니다.
형식: 숫자
DynamoDB가 다른 작업과 로드 밸런스
를 맞출 때까지 지정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WriteCapacityUnits의 초당 최소 수입니다.

ProvisionedThroughput:
WriteCapacityUnits

형식: 숫자
삭제된 테이블 이름

TableName

유형: String
현재 테이블 상태(DELETING) 이후 삭제된 테이블에
대해 요청을 실행하면 resource not found가
반환됩니다.

TableStatus

DescribeTables (p. 1379)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
상태를 확인합니다.
유형: String

특수 오류
오류

설명

ResourceInUseException

테이블이 CREATING 또는 UPDATING 상태이면 삭
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DeleteTable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40
{"TableName":"favorite-movies-table"}

샘플 응답
HTTP/1.1 200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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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mzn-RequestId: 4HONCKIVH1BFUDQ1U68CTG3N27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160
Date: Sun, 14 Aug 2011 17:20:03 GMT
{"TableDescription":
{"CreationDateTime":1.313362508446E9,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name","AttributeType":"S"}},
"TableName":"favorite-movies-table",
"TableStatus":"DELETING"
}

관련 작업
• CreateTable (p. 1367)
• DescribeTables (p. 1379)

DescribeTables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현재 테이블 상태, 기본 키 스키마, 그리고 테이블 생성 날짜 등 테이블 관련 정보를 반환합니다.
DescribeTable 결과는 최종 일관성을 따릅니다. 테이블 생성 프로세스에서 너무 일찍 DescribeTable을 사용
하면 DynamoDB가 ResourceNotFoundException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
너무 일찍 DescribeTable을 사용할 때도 새로운 값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DescribeTable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설명할 테이블 이름

예

유형: String

응답
구문
HTTP/1.1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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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543
{"Table":
{"CreationDateTime":1.309988345372E9,
ItemCount:1,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AttributeName1","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AttributeName2","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LastIncreaseDateTime": Date, "LastDecreaseDateTime": Date,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10},
"TableName":"Table1",
"TableSizeBytes":1,
"TableStatus":"ACTIVE"
}
}

이름

설명

Table

설명할 테이블이 저장되는 컨테이너
유형: String

CreationDateTime

UNIX epoch 시간 형식의 테이블 생성 날짜

ItemCount

지정된 테이블의 항목 수. DynamoDB는 약 6시간마
다 이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최근 변경 사항이 이 값
에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형식: 숫자

KeySchema

테이블의 기본 키(단순 또는 복합) 구조.
HashKeyElement에서는 이름-값 페어가 필수이지
만 RangeKeyElement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복
합 기본 키의 경우에만 필요함). 최대 해시 키 크기는
2,048byte입니다. 최대 범위 키 크기는 1,024byte입
니다. 두 키의 크기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해시
+ 범위 키 2,048 + 1,024 합산). 기본 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ProvisionedThroughput

지정 테이블의 처리량으로
LastIncreaseDateTime 값(있는 경
우), LastDecreaseDateTime 값(있
는 경우), ReadCapacityUnits 값 및
WriteCapacityUnits 값으로 구성됩니다. 테이
블의 처리량이 늘거나 줄지 않으면 DynamoDB도 해
당 요소의 값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DynamoDB 프
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섹션
을 참조하세요.
형식: 배열

TableName

요청한 테이블 이름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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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TableSizeBytes

지정된 테이블의 총 크기(바이트). DynamoDB는 약
6시간마다 이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최근 변경 사항
이 이 값에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형식: 숫자

TableStatus

현재 테이블 상태(CREATING, ACTIVE, DELETING
또는 UPDATING). 테이블이 ACTIVE 상태일 때만 데
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수 오류
이 작업에는 특정 오류가 없습니다.

예시
다음은 "comp-table"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에 대해 DescribeTable 작업을 사용해 HTTP POST 요청 및 응답
을 나타낸 예제입니다. 테이블은 복합 기본 키를 갖고 있습니다.

예제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DescribeTable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users"}

샘플 응답
HTTP/1.1 200
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543
{"Table":
{"CreationDateTime":1.309988345372E9,
"ItemCount":23,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user","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time","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LastIncreaseDateTime": 1.309988345384E9,
"ReadCapacityUnits":10,"WriteCapacityUnits":10},
"TableName":"users",
"TableSizeBytes":949,
"TableStatus":"ACTIVE"
}
}

관련 작업
• CreateTable (p. 1367)
• DeleteTable (p. 1376)
• ListTables (p.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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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Item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GetItem 작업은 기본 키와 일치하는 항목에 대한 Attributes 세트를 반환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
면 GetItem이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GetItem 작업은 기본적으로 최종적 일관된 읽기(Eventually Consistent Read)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에서 최종적 일관된 읽기(Eventually Consistent Read)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ConsistentRead를 사용하
세요. 이 작업은 표준 읽기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항상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값을 반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읽기 정합성 (p. 15)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Get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Key":
{"HashKeyElement": {"S":"AttributeValue1"},
"RangeKeyElement": {"N":"AttributeValue2"}
},
"AttributesToGet":["AttributeName3","AttributeName4"],
"ConsistentRead":Boolean
}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요청된 항목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예

유형: String
Key

항목을 정의하는 기본 키 값입니
다. 기본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예

형식: 해당 값에 대한
HashKeyElement 및 해당 값에
대한 RangeKeyElement의 맵
AttributesToGet

속성 이름의 배열입니다. 속성 이
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속성
이 반환됩니다. 일부 속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결과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형식: 배열
API 버전 2012-08-10
1382

아니요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GetItem

이름

설명

필수

ConsistentRead

true로 설정하면 consistent read
가 발생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eventually consistent가 사용됩니
다.

아니요

유형: Boolean

응답
구문
HTTP/1.1 200
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144
{"Item":{
"AttributeName3":{"S":"AttributeValue3"},
"AttributeName4":{"N":"AttributeValue4"},
"AttributeName5":{"B":"dmFsdWU="}
},
"ConsumedCapacityUnits": 0.5
}

이름

설명

Item

요청된 속성을 포함합니다.
형식: 속성 이름-값 페어의 맵

ConsumedCapacityUnits

작업에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수. 이 값은 할당 처
리량에 적용되는 수를 나타냅니다.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요청은 읽기 형식에 따라 최소 읽기 용
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단
원을 참조하세요.
형식: 숫자

특수 오류
이 작업에는 특정 오류가 없습니다.

예시
AWS SDK를 사용하는 예는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Get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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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comptable",
"Key":
{"HashKeyElement":{"S":"Julie"},
"RangeKeyElement":{"N":"1307654345"}},
"AttributesToGet":["status","friends"],
"ConsistentRead":true
}

샘플 응답
선택적 파라미터 ConsistentRead가 true로 설정되었으므로 ConsumedCapacityUnits 값은 1입니다. 같
은 요청에 대해 ConsistentRead가 false로 설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으면 응답이 eventually consistent이
고 ConsumedCapacityUnits 값은 0.5입니다.
HTTP/1.1 200
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72
{"Item":
{"friends":{"SS":["Lynda, Aaron"]},
"status":{"S":"online"}
},
"ConsumedCapacityUnits": 1
}

ListTables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현재 계정 및 엔드포인트에 연동되어 있는 테이블을 모두 배열 형식으로 반환합니다.
각 DynamoDB 엔드포인트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예를 들어, dynamodb.us-west-2.amazonaws.com 및
dynamodb.us-east-1.amazonaws.com에 "MyTable"이라는 테이블이 각각 있는 경우 해당 테이블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ListTables 작업은 요청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테이블 이름을 비롯
해 요청을 받는 엔드포인트와 연동되어 있는 테이블 이름까지 모두 반환합니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ListTables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ExclusiveStartTableName":"Table1","Limit":3}

ListTables 작업은 기본적으로 요청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테이블 이름을 비롯해 요청을 받는 엔드포인트와
연동되어 있는 테이블 이름까지 모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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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Limit

반환할 수 있는 테이블 이름의 최
대수

아니요

유형: Integer
ExclusiveStartTableName

목록에 나열되는 첫 번째 테이
블 이름. 이미 앞서서 ListTables
작업을 실행하여 응답으로
LastEvaluatedTableName 값
을 가져온 경우에는 여기 값을 사
용하여 목록을 계속 나열하면 됩
니다.

아니요

유형: String

응답
구문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S1LEK2DPQP8OJNHVHL8OU2M7KR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81
Date: Fri, 21 Oct 2011 20:35:38 GMT
{"TableNames":["Table1","Table2","Table3"], "LastEvaluatedTableName":"Table3"}

이름

설명

TableNames

현재 엔드포인트에서 현재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테
이블 이름
형식: 배열

LastEvaluatedTableName

현재 목록에서 마지막 테이블 이름. 계정 및 엔드포
인트에서 일부 테이블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함. 이미 모든 테이블 이름이 반환된 경우에는 이 값
이 응답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값은 모든 테이블
이름이 반환되지 않아서 목록을 계속 나열할 때 새
로운 요청의 ExclusiveStartTableName으로 사
용됩니다.
유형: String

특수 오류
이 작업에는 특정 오류가 없습니다.

예시
다음은 ListTables 작업을 사용해 HTTP POST 요청 및 응답을 나타낸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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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ListTables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ExclusiveStartTableName":"comp2","Limit":3}

샘플 응답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S1LEK2DPQP8OJNHVHL8OU2M7KR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81
Date: Fri, 21 Oct 2011 20:35:38 GMT
{"LastEvaluatedTableName":"comp5","TableNames":["comp3","comp4","comp5"]}

관련 작업
• DescribeTables (p. 1379)
• CreateTable (p. 1367)
• DeleteTable (p. 1376)

PutItem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새 항목을 만들거나 이전 항목을 새 항목으로 바꿉니다(모든 속성 포함). 지정된 테이블에 동일한 기본 키를
지닌 항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기존 항목이 새 항목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조건부 입력을 수행하거나(기본
키가 지정된 항목이 없는 경우 새 항목을 삽입합니다) 기존 항목에 특정 속성 값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교
체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값은 null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자열과 이진 형식 속성 길이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설정 유형 속성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값이 비어 있는 요청은 ValidationException으로 거부됩니다.

Note
새 항목이 기존의 항목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려면 기본 키 속성 또는 속성에 대해 Exists로 설정된
false을 사용하여 조건부 입력 작업을 수행합니다.
PutItem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단원을 참조하세요.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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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Put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Item":{
"AttributeName1":{"S":"AttributeValue1"},
"AttributeName2":{"N":"AttributeValue2"},
"AttributeName5":{"B":"dmFsdWU="}
},
"Expected":{"AttributeName3":{"Value": {"S":"AttributeValue"}, "Exists":Boolean}},
"ReturnValues":"ReturnValuesConstant"}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항목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의
이름.

예

유형: String
Item

항목에 대한 속성 맵으로서 항목
을 정의하는 기본 키 값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항목에 대한
다른 속성 이름-값 페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본 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예

형식: 속성 값에 대한 속성 이름의
맵.
Expected

조건부 입력의 속성을 지정합니
다. Expected 파라미터를 사
용하면 속성 이름뿐만 아니라,
DynamoDB에서 속성 값이 이미
존재하는지 또는 속성 값이 존재
하며 이를 변경하기 전에 특정 값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형식: 존재하는 경우, 속성 값에 대
한 속성 이름의 맵.
Expected:AttributeName

조건부 입력에 대한 속성 이름입
니다.

아니요

유형: String
Expected:AttributeName:
ExpectedAttributeValue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속성 이
름-값 페어의 값이 존재할지 여부
를 지정합니다.
다음 JSON 표기법은 항목의
"Color" 속성이 없을 경우 해당 항
목을 바꿉니다.
"Expected" :
{"Color":{"Exists":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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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다음 JSON 표기법은 항목을 바꾸
기 전에 이름이 "Color"인 속성의
기존 값이 "Yellow"인지 여부를 확
인합니다.
"Expected" :
{"Color":{"Exists":true,
{"Value":{"S":"Yellow"}}}

기본적으로 Expected 파라미
터를 사용하고 Value를 제공
하는 경우 DynamoDB는 속성
이 존재하고 바꿀 현재 값이 있
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Exists":true}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
다. 요청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
습니다.
"Expected" :
{"Color":{"Value":
{"S":"Yellow"}}}

Note
확인할 속성
값이 없을 때
{"Exists":true}를
지정하면 DynamoDB는
오류를 반환합니다.
ReturnValues

속성 이름-값 페어가 PutItem
요청으로 업데이트되기 전에 이
를 가져오려면 이 파라미터를 사
용합니다. 가능한 파라미터 값은
NONE(기본) 또는 ALL_OLD입니
다. ALL_OLD가 지정되어 있으며
PutItem이 속성 이름-값 페어를
덮어쓴 경우, 이전 항목의 내용이
반환됩니다. 이 파라미터가 제공
되지 않거나 NONE인 경우, 아무
것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유형: String

응답
구문
다음 구문 예는 요청에 ALL_OLD의 ReturnValues 파라미터가 지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응답에는 ConsumedCapacityUnits 요소만 있습니다.
HTTP/1.1 200
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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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85
{"Attributes":
{"AttributeName3":{"S":"AttributeValue3"},
"AttributeName2":{"SS":"AttributeValue2"},
"AttributeName1":{"SS":"AttributeValue1"},
},
"ConsumedCapacityUnits":1
}

이름

설명

Attributes

입력 작업 전 속성 값입니다. 단 ReturnValues 파
라미터가 요청에서 ALL_OLD 값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형식: 속성 이름-값 페어의 맵
작업에서 사용한 쓰기 용량 단위의 수입니다. 이 값
은 할당 처리량에 적용되는 수를 나타냅니다. 자세
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단원을 참조하세요.

ConsumedCapacityUnits

형식: 숫자

특수 오류
오류

설명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조건부 확인이 실패했습니다. 예상 속성 값이 검색
되지 않았습니다.

ResourceNotFoundException

지정된 항목 또는 속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시
AWS SDK를 사용하는 예는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Put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comp5",
"Item":
{"time":{"N":"300"},
"feeling":{"S":"not surprised"},
"user":{"S":"Riley"}
},
"Expected":
{"feeling":{"Value":{"S":"surprised"},"Exists":true}}
"ReturnValues":"ALL_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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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응답
HTTP/1.1 200
x-amzn-RequestId: 8952fa74-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84
{"Attributes":
{"feeling":{"S":"surprised"},
"time":{"N":"300"},
"user":{"S":"Riley"}},
"ConsumedCapacityUnits":1
}

관련 작업
• UpdateItem (p. 1408)
• DeleteItem (p. 1372)
• GetItem (p. 1382)
• BatchGetItem (p. 1358)

Query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Query는 기본 키를 기준으로 하나 이상의 항목 값과 그 속성을 가져오는 작업입니다(Query는 해시 및 범위
기본 키 테이블에서만 가능합니다). 특정 HashKeyValue를 입력해야 하며, 기본 키의 RangeKeyValue에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 쿼리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ScanIndexForward 파라미터는 범위 키를 기준
으로 순방향 또는 역방향 순서로 결과를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쿼리는 읽기 형식에 따라 최소 읽기 용량 단위를 사용합니다.

Note
쿼리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전체 항목 수의 크기가 1MB 제한을 초과하면 쿼리가 중단되고
LastEvaluatedKey와 함께 사용자에게 결과가 반환된 후 이어지는 작업에서 쿼리가 계속 됩니다.
스캔 작업과 달리 쿼리 작업은 절대로 빈 결과 집합 및 LastEvaluatedKey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LastEvaluatedKey는 결과가 1MB를 초과하거나, 혹은 Limit 파라미터를 사용한 경우에만 반환
됩니다.
ConsistentRead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결과를 consistent read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Query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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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2,
"ConsistentRead":true,
"HashKeyValue":{"S":"AttributeValue1":},
"RangeKeyCondition": {"AttributeValueList":
[{"N":"AttributeValue2"}],"ComparisonOperator":"GT"}
"ScanIndexForward":true,
"ExclusiveStartKey":{
"HashKeyElement":{"S":"AttributeName1"},
"RangeKeyElement":{"N":"AttributeName2"}
},
"AttributesToGet":["AttributeName1", "AttributeName2", "AttributeName3"]},
}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요청된 항목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예

유형: String
AttributesToGet

속성 이름의 배열입니다. 속성 이
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속성
이 반환됩니다. 일부 속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결과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아니요

형식: 배열
Limit

반환할 최대 항목 수(대상 항
아니요
목 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 없
음). DynamoDB가 테이블에 대
한 쿼리 중 처리할 수 있는 항목
제한 수에 이르면 쿼리를 중단
하고 해당 지점까지만 대상 값
을 반환한 다음 이어지는 작업
에 LastEvaluatedKey가 적
용되어 쿼리를 계속합니다. 또한
DynamoDB가 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결과 집합 크기가 1MB를 초
과하는 경우에도 쿼리를 중단하고
대상 값을 반환한 다음 이어지는
작업에 LastEvaluatedKey가
적용되어 쿼리를 계속합니다.
형식: 숫자

ConsistentRead

true로 설정하면 consistent read
가 발생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eventually consistent가 사용됩니
다.

아니요

유형: Boolean
Count

true로 설정할 경우DynamoDB
가 일치하는 항목 및 해당 속성의
목록이 아닌 쿼리 파라미터와 일
치하는 전체 항목 수를 반환합니
다. Limit 파라미터는 항목 수 계
산 쿼리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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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AttributesToGet 목록을 제
공하는 동안 Count를 true로
설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DynamoDB가 유효성 검사 오류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결과
내 항목 수 계산 (p. 428)을 참조하
십시오.
유형: Boolean
HashKeyValue

복합 기본 키에서 해시 구성 요소
의 속성 값

예

형식: 문자열, 숫자 또는 이진수
RangeKeyCondition

쿼리에 사용되는 속성 값과
아니요
비교 연산자가 저장되는 컨
테이너. 쿼리를 요청할 때는
RangeKeyCondition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HashKeyValue만
입력하면 DynamoDB가 지정한 해
시 키 요소 값을 갖는 항목을 모두
반환합니다.
유형: 맵

RangeKeyCondition:
AttributeValueList

쿼리 파라미터를 위해 평
가할 속성 값. BETWEEN
비교를 지정하지 않으면
AttributeValueList에 속
성 값이 하나 저장됩니다. 그리
고, BETWEEN 비교를 지정하면
AttributeValueList에 속성
값이 2개 저장됩니다.
형식: AttributeValue에 대한
ComparisonOperator의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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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RangeKeyCondition:
ComparisonOperator

같다, 크다 등 제공한 속성을 평가
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은 쿼리 작
업 시 유효한 비교 연산자입니다.

아니요

Note
크다, 같음 또는 작다
등의 문자열 값 비교
는 ASCII 문자 코드 값
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를 들어 a는 A보다 크
고 aa는 B보다 큽니다.
코드 값 목록은 http://
en.wikipedia.org/wiki/
ASCII#ASCII_printable_characters를
참조하세요.
이진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쿼리 표현식을 평가
할 때처럼 DynamoDB가
이진수 값을 비교하면서
이진수 데이터의 각 바이
트를 부호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형식: 문자열 또는 이진수
EQ : 같음.
EQ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같지 않습니다.
LE : 작거나 같음.
LE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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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LT : 작음.
LT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GE : 크거나 같음.
GE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GT : 큼.
GT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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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BEGINS_WITH : 접두사 여부 확
인.
BEGINS_WITH의 경우,
AttributeValueList에 문
자열 또는 이진수(숫자 또는
집합 제외) 중 한 가지 형식의
AttributeValue만 저장됩니
다. 비교 대상의 속성은 문자열 또
는 이진수가 되어야 합니다(숫자
또는 집합 제외).
BETWEEN : 첫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음 및 두 번째 값보다 작거나 같
음.
BETWEEN의 경우, 문자열, 숫
자 또는 이진수(집합 제외) 중
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2개의
AttributeValueList 요소가
AttributeValue에 저장되어
야 합니다. 대상 값이 첫 번째 요
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요소보다 작거나 같을
때 대상 속성이 일치합니다. 요
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또한 {"N":"6"}은 {"NS":
["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ScanIndexForward

인덱스의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을 지정합니다. DynamoDB는 범
위 키에서 지정한 요청 순서를 반
영하여 결과를 반환합니다. 데이
터 형식이 숫자라면 결과는 숫자
의 순서대로 반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SCII 문자 코드 값에 따
라 순서가 결정됩니다.
유형: Boolean
기본값은 true입니다(오름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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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ExclusiveStartKey

이전 쿼리를 계속할 항목의 기
본 키. 결과 집합 크기나 Limit
파라미터 등으로 인해 쿼리
가 끝나기도 전에 중단된 경
우에는 이전 쿼리가 이 값을
LastEvaluatedKey로 입
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LastEvaluatedKey가 새로운
쿼리 요청으로 다시 전달되어 중
단된 지점부터 쿼리 작업을 계속
합니다.

아니요

형식: 복합 기본 키의
HashKeyElement, 또
는 HashKeyElement 및
RangeKeyElement.

응답
구문
HTTP/1.1 200
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308
{"Count":2,"Items":[{
"AttributeName1":{"S":"AttributeValue1"},
"AttributeName2":{"N":"AttributeValue2"},
"AttributeName3":{"S":"AttributeValue3"}
},{
"AttributeName1":{"S":"AttributeValue3"},
"AttributeName2":{"N":"AttributeValue4"},
"AttributeName3":{"S":"AttributeValue3"},
"AttributeName5":{"B":"dmFsdWU="}
}],
"LastEvaluatedKey":{"HashKeyElement":{"AttributeValue3":"S"},
"RangeKeyElement":{"AttributeValue4":"N"}
},
"ConsumedCapacityUnits":1
}

이름

설명

Items

쿼리 파라미터를 만족하는 항목 속성
형식: 속성 이름 맵과 속성의 데이터 형식 및 값.

Count

응답의 항목 수. 자세한 정보는 결과 내 항목 수 계
산 (p. 428)을 참조하십시오.
형식: 숫자

LastEvaluatedKey

쿼리 작업이 중단된 항목의 기본 키(이전 결과 집합
포함). 이 값은 새로운 요청에서는 이 값을 제외하고
새 작업을 시작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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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전체 쿼리 결과 집합이 완료되면(“마지막 페이지”까
지 처리) LastEvaluatedKey는 null 값을 갖습니
다.
형식: 복합 기본 키의 HashKeyElement, 또는
HashKeyElement 및 RangeKeyElement.
작업에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수. 이 값은 할당 처
리량에 적용되는 수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
리 (p. 283) 단원을 참조하세요.

ConsumedCapacityUnits

형식: 숫자

특수 오류
오류

설명

ResourceNotFoundException

지정된 테이블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시
AWS SDK를 사용하는 예는 DynamoDB의 쿼리 작업 (p. 424)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Query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1-hash-rangetable",
"Limit":2,
"HashKeyValue":{"S":"John"},
"ScanIndexForward":false,
"ExclusiveStartKey":{
"HashKeyElement":{"S":"John"},
"RangeKeyElement":{"S":"The Matrix"}
}
}

샘플 응답
HTTP/1.1 200
x-amzn-RequestId: 3647e778-71eb-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308
{"Count":2,"Items":[{
"fans":{"SS":["Jody","Jake"]},
"name":{"S":"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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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ng":{"S":"***"},
"title":{"S":"The End"}
},{
"fans":{"SS":["Jody","Jake"]},
"name":{"S":"John"},
"rating":{"S":"***"},
"title":{"S":"The Beatles"}
}],
"LastEvaluatedKey":{"HashKeyElement":{"S":"John"},"RangeKeyElement":{"S":"The Beatles"}},
"ConsumedCapacityUnits":1
}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Query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1-hash-rangetable",
"Limit":2,
"HashKeyValue":{"S":"Airplane"},
"RangeKeyCondition":{"AttributeValueList":[{"N":"1980"}],"ComparisonOperator":"EQ"},
"ScanIndexForward":false}

샘플 응답
HTTP/1.1 200
x-amzn-RequestId: 8b9ee1ad-774c-11e0-9172-d954e38f553a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119
{"Count":1,"Items":[{
"fans":{"SS":["Dave","Aaron"]},
"name":{"S":"Airplane"},
"rating":{"S":"***"},
"year":{"N":"1980"}
}],
"ConsumedCapacityUnits":1
}

관련 작업
• 스캔 (p. 1398)

스캔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Scan 작업은 테이블에 대한 전체 스캔을 수행하여 하나 이상의 항목 및 해당 속성을 반환합니다.
ScanFilter를 제공하여 더 많은 특정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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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스캔한 총 항목의 수가 1MB 제한을 초과하면 스캔이 중지되고 LastEvaluatedKey과 함께 사용
자에게 결과가 반환되며 후속 작업에서 스캔을 계속합니다. 또한 결과에는 제한을 초과하는 항목 수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캔에는 필터 조건을 충족하는 테이블 데이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과 세트는 최종적으로 일관적입니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Scan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Limit": 2,
"ScanFilter":{
"AttributeName1":{"AttributeValueList":
[{"S":"AttributeValue"}],"ComparisonOperator":"EQ"}
},
"ExclusiveStartKey":{
"HashKeyElement":{"S":"AttributeName1"},
"RangeKeyElement":{"N":"AttributeName2"}
},
"AttributesToGet":["AttributeName1", "AttributeName2", "AttributeName3"]},
}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요청된 항목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예

유형: String
AttributesToGet

속성 이름의 배열입니다. 속성 이
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속성
이 반환됩니다. 일부 속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결과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아니요

형식: 배열
Limit

평가할 최대 항목 수입니다(반
드시 일치하는 항목 수는 아님).
DynamoDB가 결과를 처리하는
중에 한도까지 항목 수를 처리하
면, 이를 중지하고 해당 지점까지
일치하는 값을 반환하며, 후속 작
업에 LastEvaluatedKey를 적
용하여 항목 가져오기를 계속합
니다. 또한 DynamoDB가 1MB에
도달하기 전에 스캔한 데이터 설
정 크기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스
캔을 중지하고 이 한도까지 일치
하는 값을 반환하며, 후속 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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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LastEvaluatedKey를 적용하여
스캔을 계속합니다.
형식: 숫자
Count

true로 설정한 경우, DynamoDB
는 스캔 작업의 총 항목 수를 반환
합니다. 작업에 할당된 필터에 대
해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계산 전용 스
캔에 Limit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AttributesToGet 목록을 제
공하는 동안 Count를 true로
설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DynamoDB가 유효성 검사 오류를
반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결과
내 항목 수 계산 (p. 443)을 참조하
십시오.
유형: Boolean
ScanFilter

스캔 결과를 평가하고 원하는
값만 반환합니다. 여러 조건이
"AND" 작업으로 처리됩니다. 모
든 조건이 결과에 포함되어야 합
니다.

아니요

형식: 비교 연산자가 포함된 값에
대한 속성 이름의 맵.
필터의 스캔 결과를 평가하는 값
ScanFilter:AttributeValueList
과 조건입니다.
형식: AttributeValue에 대한
Condition의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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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ScanFilter:
ComparisonOperator

같다, 크다 등 제공한 속성을 평가
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은 스캔 작
업에 대해 유효한 비교 연산자입
니다.

아니요

Note
크다, 같음 또는 작다
등의 문자열 값 비교
는 ASCII 문자 코드 값
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를 들어 a는 A보다 크
고 aa는 B보다 큽니다.
코드 값 목록은 http://
en.wikipedia.org/wiki/
ASCII#ASCII_printable_characters를
참조하세요.
이진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쿼리 표현식을 평가
할 때처럼 DynamoDB가
이진수 값을 비교하면서
이진수 데이터의 각 바이
트를 부호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형식: 문자열 또는 이진수
EQ : 같음.
EQ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같지 않습니다.
NE : 같지 않음.
NE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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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LE : 작거나 같음.
LE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LT : 작음.
LT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GE : 크거나 같음.
GE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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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GT : 큼.
GT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요청
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같지 않습니다. 또
한 {"N":"6"}은 {"NS":["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NOT_NULL : 속성 있음.
NULL : 속성 없음.
CONTAINS : 세트의 하위 시퀀스
또는 값 확인.
CONTAINS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비교
의 대상 속성이 문자열이면 작업
은 하위 문자열 일치를 확인합니
다. 비교의 대상 속성이 이진수이
면 작업은 입력과 일치하는 대상
의 하위 시퀀스를 찾습니다. 비교
의 대상 속성이 세트("SS", "NS"
또는 "BS")이면 작업은 해당 세트
의 구성 요소(하위 문자열 아님)를
확인합니다.
NOT_CONTAINS : 세트의 하위 시
퀀스 부재 또는 값의 부재 확인.
NOT_CONTAINS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하
나의 AttributeValue만 포함
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비교
의 대상 속성이 문자열이면 작업
은 하위 문자열이 일치하지 않는
지 확인합니다. 비교의 대상 속성
이 이진수이면 입력과 일치하는
대상의 하위 시퀀스가 없는지 확
인합니다. 비교의 대상 속성이 세
트("SS", "NS" 또는 "BS")이면 작
업은 해당 세트의 구성 요소(하위
문자열 아님)의 부재를 확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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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BEGINS_WITH : 접두사 여부 확
인.
BEGINS_WITH의 경우,
AttributeValueList에 문
자열 또는 이진수(숫자 또는
집합 제외) 중 한 가지 형식의
AttributeValue만 저장됩니
다. 비교 대상의 속성은 문자열 또
는 이진수가 되어야 합니다(숫자
또는 집합 제외).
IN : 정확한 일치 확인.
IN의 경우,
AttributeValueList는 문자
열, 숫자 또는 이진수 유형 중 두
개 이상의 AttributeValue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집합 아님).
비교 대상 속성이 일치하려면 형
식이 동일하고 값도 정확해야 합
니다. 문자열은 문자열 세트와 일
치하지 않습니다.
BETWEEN : 첫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음 및 두 번째 값보다 작거나 같
음.
BETWEEN의 경우, 문자열, 숫
자 또는 이진수(집합 제외) 중
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2개의
AttributeValueList 요소가
AttributeValue에 저장되어
야 합니다. 대상 값이 첫 번째 요
소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요소보다 작거나 같을
때 대상 속성이 일치합니다. 요
청에서 지정한 형식과 다른 형식
의 AttributeValue 값이 항목
에 저장되면 값은 일치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S":"6"}은
{"N":"6"}과 비교할 수 없습니
다. 또한 {"N":"6"}은 {"NS":
["6", "2", "1"]}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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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ExclusiveStartKey

이전 스캔을 계속할 항목의 기본
키입니다. 결과 세트 크기 또는
Limit 파라미터 중 하나로 인해
이전 스캔 작업이 전체 테이블을
스캔하기 전에 중단된 경우 해당
스캔은 이 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LastEvaluatedKey는 새 스
캔 요청으로 다시 전달되어 해당
지점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
니다.

아니요

형식: 복합 기본 키의
HashKeyElement, 또
는 HashKeyElement 및
RangeKeyElement.

응답
구문
HTTP/1.1 200
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229
{"Count":2,"Items":[{
"AttributeName1":{"S":"AttributeValue1"},
"AttributeName2":{"S":"AttributeValue2"},
"AttributeName3":{"S":"AttributeValue3"}
},{
"AttributeName1":{"S":"AttributeValue4"},
"AttributeName2":{"S":"AttributeValue5"},
"AttributeName3":{"S":"AttributeValue6"},
"AttributeName5":{"B":"dmFsdWU="}
}],
"LastEvaluatedKey":
{"HashKeyElement":{"S":"AttributeName1"},
"RangeKeyElement":{"N":"AttributeName2"},
"ConsumedCapacityUnits":1,
"ScannedCount":2}
}

이름

설명

Items

작업 파라미터를 충족하는 속성의 컨테이너입니다.
형식: 속성 이름 맵과 속성의 데이터 형식 및 값.

Count

응답의 항목 수. 자세한 정보는 결과 내 항목 수 계
산 (p. 443)을 참조하십시오.
형식: 숫자

ScannedCount

필터를 적용하기 전 전체 스캔의 항목 수입니다.
ScannedCount 값이 높지만 Count 결과가 거의 없
거나 전혀 없는 경우 스캔 작업이 비효율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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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것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결과 내 항목 수 계
산 (p. 443)을 참조하십시오.
형식: 숫자
스캔 작업이 중지된 항목의 기본 키입니다. 후속 스
캔 작업에 이 값을 제공하여 해당 지점부터 작업을
계속합니다.

LastEvaluatedKey

전체 스캔 결과 설정이 완료되면(예: 작업이 "마지막
페이지"를 처리)LastEvaluatedKey는 null입니
다.
작업에 사용된 읽기 용량 단위의 수. 이 값은 할당 처
리량에 적용되는 수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
리 (p. 283) 단원을 참조하세요.

ConsumedCapacityUnits

형식: 숫자

특수 오류
오류

설명

ResourceNotFoundException

지정된 테이블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시
AWS SDK를 사용하는 예는 DynamoDB에서 스캔 작업 (p. 441)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Scan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1-hash-rangetable","ScanFilter":{}}

샘플 응답
HTTP/1.1 200
x-amzn-RequestId: 4e8a5fa9-71e7-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465
{"Count":4,"Items":[{
"date":{"S":"1980"},
"fans":{"SS":["Dave","Aaron"]},
"name":{"S":"Airplane"},
"rating":{"S":"***"}
},{
"date":{"S":"1999"},
"fans":{"SS":["Ziggy","Laura","D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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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Matrix"},
"rating":{"S":"*****"}
},{
"date":{"S":"1976"},
"fans":{"SS":["Riley"]},"
name":{"S":"The Shaggy D.A."},
"rating":{"S":"**"}
},{
"date":{"S":"1985"},
"fans":{"SS":["Fox","Lloyd"]},
"name":{"S":"Back To The Future"},
"rating":{"S":"****"}
}],
"ConsumedCapacityUnits":0.5
"ScannedCount":4}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Scan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125
{"TableName":"comp5",
"ScanFilter":
{"time":
{"AttributeValueList":[{"N":"400"}],
"ComparisonOperator":"GT"}
}
}

샘플 응답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PD1CQK9QCTERLTJP20VALJ60TR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262
Date: Mon, 15 Aug 2011 16:52:02 GMT
{"Count":2,
"Items":[
{"friends":{"SS":["Dave","Ziggy","Barrie"]},
"status":{"S":"chatting"},
"time":{"N":"2000"},
"user":{"S":"Casey"}},
{"friends":{"SS":["Dave","Ziggy","Barrie"]},
"status":{"S":"chatting"},
"time":{"N":"2000"},
"user":{"S":"Fredy"}
}],
"ConsumedCapacityUnits":0.5
"ScannedCount":4
}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Scan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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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Name":"comp5",
"Limit":2,
"ScanFilter":
{"time":
{"AttributeValueList":[{"N":"400"}],
"ComparisonOperator":"GT"}
},
"ExclusiveStartKey":
{"HashKeyElement":{"S":"Fredy"},"RangeKeyElement":{"N":"2000"}}
}

샘플 응답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PD1CQK9QCTERLTJP20VALJ60TR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232
Date: Mon, 15 Aug 2011 16:52:02 GMT
{"Count":1,
"Items":[
{"friends":{"SS":["Jane","James","John"]},
"status":{"S":"exercising"},
"time":{"N":"2200"},
"user":{"S":"Roger"}}
],
"LastEvaluatedKey":{"HashKeyElement":{"S":"Riley"},"RangeKeyElement":{"N":"250"}},
"ConsumedCapacityUnits":0.5
"ScannedCount":2
}

관련 작업
• Query (p. 1390)
• BatchGetItem (p. 1358)

UpdateItem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기존 항목의 속성을 편집합니다. 조건부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속성 이름-값 페어가 없는 경우 새로
삽입하거나 특정 예상 속성 값이 있는 경우 기존 이름-값 페어를 바꿉니다).

Note
UpdateItem을 사용하여 기본 키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PutItem을 사용하여 새 속성이 포함된 새 항목을 만듭니다.
UpdateItem 작업에는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Action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성
값을 입력,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값은 null이 될 수 없습니다. 문자열과 이진 형식 속성 길이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설정 유형 속성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값이 비어 있는 요청은 ValidationException으로 거부됩니다.
기존 항목에 지정된 기본 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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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 지정된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이 이미 있는 경우 새 값으로 바뀝니다.
• DELETE - 지정된 값이 없는 경우 속성과 해당 값을 제거합니다. 값 세트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세트의 값
이 이전 세트에서 제거됩니다. 따라서 속성 값에 [a,b,c]가 포함되어 있고 삭제 작업에 [a,c]가 포함되어 있
으면 최종 속성 값은 [b]가 됩니다. 지정된 값 유형은 기존 값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빈 세트를 지정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ADD - 숫자에 대해 또는 대상 속성이 세트(문자열 세트 포함)인 경우에만 추가 작업을 사용합니다. ADD는
대상 속성이 단일 문자열 값이거나 스칼라 이진 값인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값은 숫자 값에
추가(기존 숫자 값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문자열 세트에 추가 값으로 추가됩니다. 값 세트가 지정된 경우
해당 값이 기존 세트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값이 [1,2]이고 제공한 값이 [3]이면 추가 작업 후 세트
는 [4,5]가 아니라 [1,2,3]이 됩니다. 세트 속성에 대한 Add 작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속성 유형이 기
존 세트 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 ADD를 사용하면 해당 속성과 그 값이 항목에 추가됩니다.
항목이 지정된 기본 키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PUT - 지정된 기본 키가 포함된 새 항목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속성을 추가합니다.
• DELETE - 아무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ADD - 속성 값에 대해 제공된 기본 키와 숫자(또는 숫자 세트)가 포함된 항목을 만듭니다. 문자열 또는 이
진 형식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Note
ADD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숫자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우,
DynamoDB는 초기 값으로 0을 사용합니다. 또한 ADD를 사용하여 항목을 업데이트함으로써 업데이
트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속성의 숫자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우, DynamoDB는 초기 값으로
0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DD를 사용하여 업데이트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속성에 +3을 추가합니
다. DynamoDB는 0을 초기 값으로 사용하고 업데이트 후의 값은3입니다.
이 작업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단원을 참조하세요.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Update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Key":
{"HashKeyElement":{"S":"AttributeValue1"},
"RangeKeyElement":{"N":"AttributeValue2"}},
"AttributeUpdates":{"AttributeName3":{"Value":
{"S":"AttributeValue3_New"},"Action":"PUT"}},
"Expected":{"AttributeName3":{"Value":{"S":"AttributeValue3_Current"}}},
"ReturnValues":"ReturnValuesConstant"
}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업데이트할 항목이 포함된 테이블
이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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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유형: String
Key

항목을 정의하는 기본 키입니다.
기본 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예

형식: 해당 값에 대한
HashKeyElement 및 해당 값에
대한 RangeKeyElement의 맵
AttributeUpdates

업데이트의 새 값 및 작업에 대한
속성 이름의 맵입니다. 속성 이름
은 수정할 속성을 지정하며, 기본
키 속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형식: 속성 업데이트에 대한 속성
이름, 값 및 작업의 맵.

AttributeUpdates:Action

업데이트 수행 방법을 지정합
니다. 가능한 값은 PUT(기본),
ADD 또는 DELETE입니다. 의미는
UpdateItem 설명에 있습니다.

아니요

유형: String
기본값: PUT
Expected

조건부 업데이트의 속성을 지정
합니다. Expected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속성 이름뿐만 아니라,
DynamoDB에서 속성 값이 이미
존재하는지 또는 속성 값이 존재
하며 이를 변경하기 전에 특정 값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형식: 속성 이름의 맵
Expected:AttributeName

조건부 입력에 대한 속성 이름입
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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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Expected:AttributeName:
ExpectedAttributeValue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속성 이
름-값 페어의 값이 존재할지 여부
를 지정합니다.

아니요

다음 JSON 표기법은 항목의
"Color" 속성이 없을 경우 해당 항
목을 업데이트합니다.
"Expected" :
{"Color":{"Exists":false}}

다음 JSON 표기법은 항목을 업데
이트하기 전에 이름이 "Color"인
속성의 기존 값이 "Yellow"인지 여
부를 확인합니다.
"Expected" :
{"Color":{"Exists":true},
{"Value":{"S":"Yellow"}}}

기본적으로 Expected 파라미
터를 사용하고 Value를 제공
하는 경우 DynamoDB는 속성
이 존재하고 바꿀 현재 값이 있
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Exists":true}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
다. 요청을 다음과 같이 줄일 수 있
습니다.
"Expected" :
{"Color":{"Value":
{"S":"Yellow"}}}

Note
확인할 속성
값이 없을 때
{"Exists":true}를
지정하면 DynamoDB는
오류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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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ReturnValues

속성 이름-값 페어가
UpdateItem 요청으로 업데이
트되기 전에 이를 가져오려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가
능한 파라미터 값은 NONE(기본)
또는 ALL_OLD, UPDATED_OLD,
ALL_NEW 또는 UPDATED_NEW입
니다. ALL_OLD가 지정되어 있으
며 UpdateItem이 속성 이름-값
페어를 덮어쓴 경우, 이전 항목의
내용이 반환됩니다. 이 파라미터
가 제공되지 않거나 NONE인 경
우, 아무 것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ALL_NEW가 지정된 경우, 해당 항
목에 대한 새 버전의 모든 속성이
반환됩니다. UPDATED_NEW가 지
정된 경우, 업데이트된 속성의 새
버전만 반환됩니다.

아니요

유형: String

응답
구문
다음 구문 예는 요청에 ALL_OLD의 ReturnValues 파라미터가 지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응답에는 ConsumedCapacityUnits 요소만 있습니다.
HTTP/1.1 200
x-amzn-RequestId: 8966d095-71e9-11e0-a498-71d736f27375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140
{"Attributes":{
"AttributeName1":{"S":"AttributeValue1"},
"AttributeName2":{"S":"AttributeValue2"},
"AttributeName3":{"S":"AttributeValue3"},
"AttributeName5":{"B":"dmFsdWU="}
},
"ConsumedCapacityUnits":1
}

이름

설명

Attributes

속성 이름-값 페어의 맵입니다. 단 ReturnValues
파라미터가 요청에서 NONE 이외의 값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형식: 속성 이름-값 페어의 맵

ConsumedCapacityUnits

작업에서 사용한 쓰기 용량 단위의 수입니다. 이 값
은 할당 처리량에 적용되는 수를 나타냅니다. 자세
한 내용은 DynamoDB 프로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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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형식: 숫자

특수 오류
오류

설명

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조건부 확인이 실패했습니다. 속성("+ name +") 값
은 ("+ value +")이지만 ("+ expValue +")로 예상되었
습니다.

ResourceNotFoundExceptions

지정된 항목 또는 속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시
AWS SDK를 사용하는 예는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단원을 참조하세요.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UpdateItem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comp5",
"Key":
{"HashKeyElement":{"S":"Julie"},"RangeKeyElement":{"N":"1307654350"}},
"AttributeUpdates":
{"status":{"Value":{"S":"online"},
"Action":"PUT"}},
"Expected":{"status":{"Value":{"S":"offline"}}},
"ReturnValues":"ALL_NEW"
}

샘플 응답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5IMHO7F01Q9P7Q6QMKMMI3R3QR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121
Date: Fri, 26 Aug 2011 21:05:00 GMT
{"Attributes":
{"friends":{"SS":["Lynda, Aaron"]},
"status":{"S":"online"},
"time":{"N":"1307654350"},
"user":{"S":"Julie"}},
"ConsumedCapacityUnits":1
}

관련 작업
• PutItem (p. 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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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Item (p. 1372)

UpdateTable
Important
# #### #### API ## 2011-12-05# ## ###### # ####### ##### # ###.
현재 하위 수준 API에 대한 설명서는 Amazon DynamoDB API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설명
주어진 테이블의 할당 처리량을 업데이트합니다. 테이블 처리량을 설정하면 성능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DynamoDB에서 프로비저닝 처리량 기능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프로비
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리 (p. 283)을 참조하십시오.
프로비저닝 처리량 값은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량 (p. 1264)의 상한값과 하한값
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작업이 성공하려면 테이블이 ACTIVE 상태이어야 합니다. UpdateTable은 비동기식 작업입니다.
즉, 작업 중에는 테이블이 UPDATING 상태가 됩니다. 테이블이 UPDATING 상태이더라도 할당 처리량은 호출
전과 같습니다. 새로운 할당 처리량 설정은 UpdateTable 작업이 끝나고 테이블이 ACTIVE 상태로 돌아온 후
부터 적용됩니다.

요청
구문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UpdateTable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Table1",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15}
}

이름

설명

필수

TableName

업데이트할 테이블 이름

예

유형: String
ProvisionedThroughput

지정 테이블의 새로운 처리량으
로서 ReadCapacityUnits 값
과 WriteCapacityUnits 값으
로 구성됩니다. DynamoDB 프로
비저닝된 용량 테이블의 설정 관
리 (p. 283) 섹션을 참조하세요.

예

형식: 배열
ProvisionedThroughput
:ReadCapacityUnits

DynamoDB가 다른 작업과 로드
밸런스를 맞출 때까지 지정 테
이블에서 사용되는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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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필수

ReadCapacityUnits의 초당 최
소 수를 설정합니다.
Eventually consistent read
작업은 consistent read 작업
에 비해 필요한 부하가 적습
니다. 따라서 초당 consistent
ReadCapacityUnits를
50으로 설정하면 초당
eventually consistent
ReadCapacityUnits는 100이
됩니다.
형식: 숫자
ProvisionedThroughput
:WriteCapacityUnits

DynamoDB가 다른 작업과
로드 밸런스를 맞출 때까지
지정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WriteCapacityUnits의 초당
최소 수를 설정합니다.

예

형식: 숫자

응답
구문
HTTP/1.1 200 OK
x-amzn-RequestId: CSOC7TJPLR0OOKIRLGOHVAICUFVV4KQNSO5AEMVJF66Q9ASUAAJG
Content-Type: application/json
Content-Length: 311
Date: Tue, 12 Jul 2011 21:31:03 GMT
{"TableDescription":
{"CreationDateTime":1.321657838135E9,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AttributeValue1","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AttributeValue2","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
{"LastDecreaseDateTime":1.321661704489E9,
"LastIncreaseDateTime":1.321663607695E9,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0},
"TableName":"Table1",
"TableStatus":"UPDATING"}}

이름

설명

CreationDateTime

테이블 생성 날짜
형식: 숫자

KeySchema

테이블의 기본 키(단순 또는 복합) 구조.
HashKeyElement에서는 이름-값 페어가 필수이지
만 RangeKeyElement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복
합 기본 키의 경우에만 필요함). 최대 해시 키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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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설명
2,048byte입니다. 최대 범위 키 크기는 1,024byte입
니다. 두 키의 크기 제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해시
+ 범위 키 2,048 + 1,024 합산). 기본 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기본 키 (p. 5) 단원을 참조하세요.
형식: HashKeyElement 맵, 또는 복합 기본 키의
HashKeyElement 및 RangeKeyElement
LastIncreaseDateTime 값(해당되는 경우)과
LastDecreaseDateTime 값(해당되는 경우)을 포
함하여 지정 테이블의 현재 처리량 설정,

ProvisionedThroughput

형식: 배열
업데이트된 테이블 이름

TableName

유형: String
현재 테이블 상태(CREATING, ACTIVE, DELETING
또는 UPDATING). UPDATING이 되어야 합니다.

TableStatus

DescribeTables (p. 1379)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
상태를 확인합니다.
유형: String

특수 오류
오류

설명

ResourceNotFoundException

지정된 테이블을 찾을 수 없습니다.

ResourceInUseException

테이블이 ACTIVE 상태가 아닙니다.

예시
샘플 요청
// This header is abbreviated.
// For a sample of a complete header, see DynamoDB ## ## API.
POST / HTTP/1.1
x-amz-target: DynamoDB_20111205.UpdateTable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TableName":"comp1",
"ProvisionedThroughput":{"ReadCapacityUnits":5,"WriteCapacityUnits":15}
}

샘플 응답
HTTP/1.1 200 OK
content-type: application/x-amz-json-1.0
content-length: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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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Sat, 19 Nov 2011 00:46:47 GMT
{"TableDescription":
{"CreationDateTime":1.321657838135E9,
"KeySchema":
{"HashKeyElement":{"AttributeName":"user","AttributeType":"S"},
"RangeKeyElement":{"AttributeName":"time","AttributeType":"N"}},
"ProvisionedThroughput":
{"LastDecreaseDateTime":1.321661704489E9,
"LastIncreaseDateTime":1.321663607695E9,
"ReadCapacityUnits":5,
"WriteCapacityUnits":10},
"TableName":"comp1",
"TableStatus":"UPDATING"}
}

관련 작업
• CreateTable (p. 1367)
• DescribeTables (p. 1379)
• DeleteTable (p. 1376)

AWS SDK for Java 1.x 예제
이 단원에는 SDK for Java 1.x를 사용하는 DAX 애플리케이션의 예제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
• AWS SDK for Java 1.x와 함께 DAX 사용 (p. 1417)
• DAX를 사용하도록 기존 SDK for Java 1.x 애플리케이션 수정 (p. 1426)
• SDK for Java 1.x를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p. 1429)

AWS SDK for Java 1.x와 함께 DAX 사용
다음 절차를 따라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용 Java 샘플을 실행합
니다.

Note
이 지침은 AWS SDK for Java 1.x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AWS SDK for Java
2.x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Java 및 DAX (p. 686) 단원을 참조하세요.

DAX에 대한 Java 샘플을 실행하려면
1.

JDK(Java Development Kit)를 설치합니다.
sudo yum install -y java-devel

2.

AWS SDK for Java(.zip 파일)를 다운로드한 후 압축을 풉니다.
wget http://sdk-for-java.amazonwebservices.com/latest/aws-java-sdk.zip
unzip aws-java-sdk.zip

API 버전 2012-08-10
1417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
DAX 및 Java SDK v1

3.

최신 버전의 DAX Java 클라이언트(.jar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wget http://dax-sdk.s3-website-us-west-2.amazonaws.com/java/DaxJavaClient-latest.jar

Note
DAX SDK for Java용 클라이언트는 Apache Maven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라
이언트를 Apache Maven 종속 항목으로 사용 (p. 1420)을 참조하십시오.
4.

CLASSPATH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sdkVersion을 AWS SDK for Java의 실제 버전 번호로
바꿉니다(예: 1.11.112).
export SDKVERSION=sdkVersion
export CLASSPATH=$(pwd)/TryDax/java:$(pwd)/DaxJavaClient-latest.jar:$(pwd)/aws-javasdk-$SDKVERSION/lib/aws-java-sdk-$SDKVERSION.jar:$(pwd)/aws-java-sdk-$SDKVERSION/thirdparty/lib/*

5.

샘플 프로그램 소스 코드(.zip 파일)를 다운로드합니다.
wget http://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samples/TryDax.zip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소스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unzip TryDax.zip

6.

Java 코드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코드를 컴파일합니다.
cd TryDax/java/
javac TryDax*.java

7.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java TryDax

다음과 유사한 출력 화면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Creating a DynamoDB client
Attempting to create table; please wait...
Successfully created table. Table status: ACTIVE
Writing data to the table...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1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2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3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4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5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6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7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8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9
Writing 10 items for partition key: 10
Running GetItem, Scan, and Query tests...
First iteration of each test will result in cache misses
Next iterations are cache hits
GetItem test - partition key 1 and sort keys 1-10
Total time: 136.681 ms - Avg time: 13.66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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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time: 122.632 ms - Avg time: 12.263 ms
Total time: 167.762 ms - Avg time: 16.776 ms
Total time: 108.130 ms - Avg time: 10.813 ms
Total time: 137.890 ms - Avg time: 13.789 ms
Query test - partition key 5 and sort keys between 2 and 9
Total time: 13.560 ms - Avg time: 2.712 ms
Total time: 11.339 ms - Avg time: 2.268 ms
Total time: 7.809 ms - Avg time: 1.562 ms
Total time: 10.736 ms - Avg time: 2.147 ms
Total time: 12.122 ms - Avg time: 2.424 ms
Scan test - all items in the table
Total time: 58.952 ms - Avg time: 11.790 ms
Total time: 25.507 ms - Avg time: 5.101 ms
Total time: 37.660 ms - Avg time: 7.532 ms
Total time: 26.781 ms - Avg time: 5.356 ms
Total time: 46.076 ms - Avg time: 9.215 ms
Attempting to delete table; please wait...
Successfully deleted table.

GetItem, Query 및 Scan 테스트에 필요한 시간 정보(밀리초)를 기록해 둡니다.
8.

전 단계에서 DynamoDB 엔드포인트에 대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되,
이번에는 GetItem, Query 및 Scan 작업을 DAX 클러스터에서 처리합니다.
DAX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Using the DynamoDB console(DynamoDB 콘솔 사용) - DAX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다음 예제와 같
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콘솔에 표시됩니다.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 AWS CLI 사용 -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dax describe-clusters --query "Clusters[*].ClusterDiscoveryEndpoint"

다음 예제와 같이 클러스터 엔드포인트가 출력에 표시됩니다.
{

}

"Address": "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Port": 8111,
"URL":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명령줄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java TryDax dax://my-cluster.l6fzcv.dax-clusters.us-east-1.amazonaws.com

나머지 출력을 확인하여 시간 정보를 기록해 둡니다. GetItem, Query, Scan에 대한 경과 시간은 DAX
가 DynamoDB보다 현저히 적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을 참조하세요.
• TryDax.java (p. 1420)
• TryDaxHelper.java (p. 1421)
• TryDaxTests.java (p.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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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를 Apache Maven 종속 항목으로 사용
애플리케이션에서 DAX SDK for Java용 클라이언트를 종속 항목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클라이언트를 Maven 종속 항목으로 사용하려면
1.

Apache Maven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ownloading Apache Maven 및 Installing
Apache Maven을 참조하세요.

2.

애플리케이션의 POM(Project Object Model) 파일에 클라이언트 Maven 종속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예
제에서는 x.x.x.x를 클라이언트의 실제 버전 번호로 바꿉니다(예: 1.0.200704.0).
<!--Dependency:-->
<dependencies>
<dependency>
<groupId>com.amazonaws</groupId>
<artifactId>amazon-dax-client</artifactId>
<version>x.x.x.x</version>
</dependency>
</dependencies>

TryDax.java
TryDax.java 파일에는 main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령줄 파라미터 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Amazon DynamoDB 클라이언트가 생성되며 모든 API 작업에 해당 클라이언트가 사용됩니다. 명령줄에
DynamoDB 액셀러레이터(DAX)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지정하면 DAX 클라이언트도 생성되며 GetItem,
Query 및 Scan 작업에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DAX 클라이언트 대신 DynamoDB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Java 및 DAX (p. 686)을 참조
하십시오.
• 테스트 테이블에 다른 이름을 선택합니다.
• helper.writeData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기록된 항목 수를 수정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는 파티션
키 개수이며 세 번째 파라미터는 정렬 키 개수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파티션 키 값에 1~10개
항목을, 정렬 키 값에 1~10개 항목을 사용하여 총 100개의 항목을 테이블에 기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ryDaxHelper.java (p. 1421)을 참조하십시오.
• GetItem, Query 및 Scan 테스트 개수를 수정하고 해당 파라미터를 수정합니다.
• helper.createTable 및 helper.deleteTable을 포함하는 행을 주석으로 처리합니다(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테이블을 생성 및 삭제하지 않으려는 경우).

Note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DAX SDK for Java 클라이언트와 AWS SDK for Java를 종속 항목으로
사용하도록 Maven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라이언트를 Apache Maven 종속 항목으로 사
용 (p. 1420)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DAX Java 클라이언트와 AWS SDK for Java를 다운로드하여 해당 클래스 경로(classpath)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Java 및 DAX (p. 686) 변수를 설정하는 예제는 CLASSPATH 단원을 참조하세
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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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public class TryDax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TryDaxHelper helper = new TryDaxHelper();
TryDaxTests tests = new TryDaxTests();
DynamoDB ddbClient = helper.getDynamoDBClient();
DynamoDB daxClient = null;
if (args.length >= 1) {
daxClient = helper.getDaxClient(args[0]);
}
String tableName = "TryDaxTable";
System.out.println("Creating table...");
helper.createTable(tableName, ddbClient);
System.out.println("Populating table...");
helper.writeData(tableName, ddbClient, 10, 10);
DynamoDB testClient = null;
if (daxClient != null) {
testClient = daxClient;
} else {
testClient = ddbClient;
}
System.out.println("Running GetItem, Scan, and Query tests...");
System.out.println("First iteration of each test will result in cache misses");
System.out.println("Next iterations are cache hits\n");
// GetItem
tests.getItemTest(tableName, testClient, 1, 10, 5);
// Query
tests.queryTest(tableName, testClient, 5, 2, 9, 5);
// Scan
tests.scanTest(tableName, testClient, 5);
}

helper.deleteTable(tableName, ddbClient);

}

TryDaxHelper.java
TryDaxHelper.java 파일에는 유틸리티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etDynamoDBClient 및 getDaxClient 메서드는 Amazon DynamoDB 및 DynamoDB 액셀러레이터
(DAX)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제어 플레인 작업(CreateTable, DeleteTable) 및 쓰기 작업의 경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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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은 DynamoDB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DAX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지정하면 기본 프로그램에서
DAX 클라이언트를 생성하여 읽기 작업(GetItem, Query, Scan)을 수행합니다.
다른 TryDaxHelper 메서드(createTable, writeData, deleteTable)는 DynamoDB 테이블 및 해당
데이터 설정 및 삭제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에 다른 할당 처리량 설정을 사용합니다.
• 기록된 각 항목의 크기를 수정합니다(writeData 메서드의 stringSize 변수 참조).
• GetItem, Query 및 Scan 테스트 개수를 수정하고 해당 파라미터를 수정합니다.
• helper.CreateTable 및 helper.DeleteTable을 포함하는 행을 주석으로 처리합니다(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테이블을 생성 및 삭제하지 않으려는 경우).

Note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DAX SDK for Java 클라이언트와 AWS SDK for Java를 종속 항목으로
사용하도록 Maven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라이언트를 Apache Maven 종속 항목으로 사
용 (p. 1420)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DAX Java 클라이언트와 AWS SDK for Java를 모두 다운로드하여 클래스 경로(classpath)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Java 및 DAX (p. 686) 변수를 설정하는 예제는 CLASSPATH 단원을 참조하세
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import java.util.Arrays;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dax.client.dynamodbv2.AmazonDax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Defini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SchemaElemen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KeyTyp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ProvisionedThroughpu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ScalarAttributeType;
com.amazonaws.util.EC2MetadataUtils;

public class TryDaxHelper {
private static final String region = EC2MetadataUtils.getEC2InstanceRegion();
DynamoDB getDynamoDBClient() {
System.out.println("Creating a DynamoDB client");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
.withRegion(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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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
return new DynamoDB(client);

DynamoDB getDaxClient(String daxEndpoint) {
System.out.println("Creating a DAX client with cluster endpoint " + daxEndpoint);
AmazonDaxClientBuilder daxClientBuilder = AmazonDaxClientBuilder.standard();
daxClientBuilder.withRegion(region).withEndpointConfiguration(daxEndpoint);
AmazonDynamoDB client = daxClientBuilder.build();
return new DynamoDB(client);
}
void createTable(String tableName, DynamoDB client) {
Table table = client.getTable(tableName);
try {
System.out.println("Attempting to create table; please wait...");
table = client.createTable(tableName,
Arrays.asList(
new KeySchemaElement("pk", KeyType.HASH),
// Partition key
new KeySchemaElement("sk", KeyType.RANGE)), // Sort key
Arrays.asList(
new AttributeDefinition("pk", ScalarAttributeType.N),
new AttributeDefinition("sk", ScalarAttributeType.N)),
new ProvisionedThroughput(10L, 10L));
table.waitForActive();
System.out.println("Successfully created table. Table status: " +
table.getDescription().getTableStatus());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create table: ");
e.printStackTrace();
}

void writeData(String tableName, DynamoDB client, int pkmax, int skmax) {
Table table = client.getTable(tableName);
System.out.println("Writing data to the table...");
int stringSize = 1000;
StringBuilder sb = new StringBuilder(stringSize);
for (int i = 0; i < stringSize; i++) {
sb.append('X');
}
String someData = sb.toString();

ipk));

}

try {
for (Integer ipk = 1; ipk <= pkmax; ipk++) {
System.out.println(("Writing " + skmax + " items for partition key: " +
for (Integer isk = 1; isk <= skmax; isk++) {
table.putItem(new Item()
.withPrimaryKey("pk", ipk, "sk", isk)
.withString("someData", someData));
}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write item:");
e.printStackTrace();
}

void deleteTable(String tableName, DynamoDB client) {
Table table = client.getTable(tableName);
try {
System.out.println("\nAttempting to delete table; pleas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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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delete();
table.waitForDelete();
System.out.println("Successfully deleted table.");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delete table: ");
e.printStackTrace();
}

}

TryDaxTests.java
TryDaxTests.java 파일에는 Amazon DynamoDB의 테스트 테이블에 읽기 작업을 수행하는 메서드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서드는 액세스하는 데이터 양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DynamoDB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든 DA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든)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queryTest 메서드를 수정하여 다른 KeyConditionExpression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 일부 항목만 반환되도록 scanTest 메서드에 ScanFilter를 추가합니다.

Note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DAX SDK for Java 클라이언트와 AWS SDK for Java를 종속 항목으로
사용하도록 Maven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클라이언트를 Apache Maven 종속 항목으로 사
용 (p. 1420)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DAX Java 클라이언트와 AWS SDK for Java를 모두 다운로드하여 클래스 경로(classpath)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Java 및 DAX (p. 686) 변수를 설정하는 예제는 CLASSPATH 단원을 참조하세
요.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import java.util.HashMap;
import java.util.Iterator;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Coll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Query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can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QuerySpec;

public class TryDaxTe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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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d getItemTest(String tableName, DynamoDB client, int pk, int sk, int iterations) {
long startTime, endTime;
System.out.println("GetItem test - partition key " + pk + " and sort keys 1-" +
sk);
Table table = client.getTable(tableName);

}

for (int i = 0; i < iterations; i++) {
startTime = System.nanoTime();
try {
for (Integer ipk = 1; ipk <= pk; ipk++) {
for (Integer isk = 1; isk <= sk; isk++) {
table.getItem("pk", ipk, "sk", isk);
}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get item:");
e.printStackTrace();
}
endTime = System.nanoTime();
printTime(startTime, endTime, pk * sk);
}

void queryTest(String tableName, DynamoDB client, int pk, int sk1, int sk2, int
iterations) {
long startTime, endTime;
System.out.println("Query test - partition key " + pk + " and sort keys between " +
sk1 + " and " + sk2);
Table table = client.getTable(tableName);
HashMap<String, Object> valueMap = new HashMap<String, Object>();
valueMap.put(":pkval", pk);
valueMap.put(":skval1", sk1);
valueMap.put(":skval2", sk2);
QuerySpec spec = new QuerySpec()
.withKeyConditionExpression("pk = :pkval and sk between :skval1
and :skval2")
.withValueMap(valueMap);
for (int i = 0; i < iterations; i++) {
startTime = System.nanoTime();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table.query(spec);

}

}

try {
Iterator<Item> iter = items.iterator();
while (iter.hasNext()) {
iter.next();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query table:");
e.printStackTrace();
}
endTime = System.nanoTime();
printTime(startTime, endTime, iterations);

void scanTest(String tableName, DynamoDB client, int iterations) {
long startTime, endTime;
System.out.println("Scan test - all items in the table");
Table table = client.getTable(tableName);
for (int i = 0; i < iterations; i++) {
startTime = System.nanoTime();
ItemCollection<ScanOutcome> items = table.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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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 {

}

}

Iterator<Item> iter = items.iterator();
while (iter.hasNext()) {
iter.next();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scan table:");
e.printStackTrace();
}
endTime = System.nanoTime();
printTime(startTime, endTime, iterations);

public void printTime(long startTime, long endTime, int iterations) {
System.out.format("\tTotal time: %.3f ms - ", (endTime - startTime) / (1000000.0));
System.out.format("Avg time: %.3f ms\n", (endTime - startTime) / (iterations *
1000000.0));
}

}

DAX를 사용하도록 기존 SDK for Java 1.x 애플리케이
션 수정
Amazon DynamoDB를 사용하는 Java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있는 경우 DynamoDB 액셀러레이터(DAX) 클러
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DAX Java 클라이언트는 AWS SDK for Java에 포함되어
있는 DynamoDB 하위 수준 클라이언트와 매우 유사하므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
다.

Note
이 지침은 AWS SDK for Java 1.x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AWS SDK for Java
2.x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DAX를 사용하도록 기존 애플리케이션 수정 (p. 712) 단원을
참조하세요.
Music이라는 DynamoDB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테이블의 파티션 키는 Artist이고 정렬 키는
SongTitle입니다. 다음은 Music 테이블에서 직접 항목을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import java.util.Hash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Item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ItemResult;

public class GetMusicItem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 Create a DynamoDB client
AmazonDynamoDB client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build();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key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key.put("Artist", new AttributeValue().withS("No One You Know"));
key.put("SongTitle", new AttributeValue().withS("Scared of My Shadow"));
GetItemRequest request = new GetItem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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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TableName("Music").withKey(key);
try {
System.out.println("Attempting to read the item...");
GetItemResult result = client.getItem(request);
System.out.println("GetItem succeeded: " + result);

}

}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read item");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해 DynamoDB 클라이언트를 DAX 클라이언트로 바꿉니다.
import java.util.HashMap;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dax.client.dynamodbv2.AmazonDax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Item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ItemResult;

public class GetMusicItem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Create a DAX client

AmazonDaxClientBuilder daxClientBuilder = AmazonDaxClientBuilder.standard();
daxClientBuilder.withRegion("useast-1").withEndpointConfiguration("mydaxcluster.2cmrwl.clustercfg.dax.use1.cache.amazonaws.com:8111");
AmazonDynamoDB client = daxClientBuilder.build();
/*
** ...
** Remaining code omitted (it is identical)
** ...
*/
}

}

DynamoDB 문서 API 사용
AWS SDK for Java는 DynamoDB용 문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Document API는 하위 수준 DynamoDB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래퍼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세요.
아래 예제와 같이 문서 인터페이스는 하위 수준 DAX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com.amazon.dax.client.dynamodbv2.AmazonDax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GetItem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public class GetMusicItemWithDocumentApi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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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DAX client

AmazonDaxClientBuilder daxClientBuilder = AmazonDaxClientBuilder.standard();
daxClientBuilder.withRegion("useast-1").withEndpointConfiguration("mydaxcluster.2cmrwl.clustercfg.dax.use1.cache.amazonaws.com:8111");
AmazonDynamoDB client = daxClientBuilder.build();
// Document client wrapper
DynamoDB docClient = new DynamoDB(client);
Table table = docClient.getTable("Music");
try {
System.out.println("Attempting to read the item...");
GetItemOutcome outcome = table.tgetItemOutcome(
"Artist", "No One You Know",
"SongTitle", "Scared of My Shadow");
System.out.println(outcome.getItem());
System.out.println("GetItem succeeded: " + outcome);
} catch (Exception e) {
System.err.println("Unable to read item");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

}

DAX 비동기 클라이언트
AmazonDaxClient는 동기식입니다. 라지 테이블의 Scan과 같이 실행 시간이 긴 DAX API 작업의 경우, 동
기식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그램 실행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DAX API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ClusterDaxAsyncClient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lusterDaxAsyncClient와 Java Future를 함께 사용하여 비차단형 솔루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 Copyright 2010-2019 Amazon.com,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
* This file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A copy of
* the License is located at
*
* http://aws.amazon.com/apache2.0/
*
* This fil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
import java.util.HashMap;
import java.util.concurrent.ExecutionException;
import java.util.concurrent.Future;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dax.client.dynamodbv2.ClientConfig;
com.amazon.dax.client.dynamodbv2.ClusterDaxAsyncClient;
com.amazonaws.auth.profile.ProfileCredentialsProvider;
com.amazonaws.handlers.AsyncHandl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Async;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ItemReque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GetItem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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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DaxAsyncClientDemo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Exception {
ClientConfig daxConfig = new ClientConfig().withCredentialsProvider(new
ProfileCredentialsProvider())
.withEndpoints("mydaxcluster.2cmrwl.clustercfg.dax.use1.cache.amazonaws.com:8111");
AmazonDynamoDBAsync client = new ClusterDaxAsyncClient(daxConfig);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key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key.put("Artist", new AttributeValue().withS("No One You Know"));
key.put("SongTitle", new AttributeValue().withS("Scared of My Shadow"));
GetItemRequest request = new GetItemRequest()
.withTableName("Music").withKey(key);
// Java Futures
Future<GetItemResult> call = client.getItemAsync(request);
while (!call.isDone()) {
// Do other processing while you're waiting for the response
System.out.println("Doing something else for a few seconds...");
Thread.sleep(3000);
}
// The results should be ready by now
try {
call.get();
} catch (ExecutionException ee) {
// Futures always wrap errors as an ExecutionException.
// The *real* exception is stored as the cause of the
// ExecutionException
Throwable exception = ee.getCause();
System.out.println("Error getting item: " + exception.getMessage());
}
// Async callbacks
call = client.getItemAsync(request, new AsyncHandler<GetItemRequest, GetItemResult>() {
@Override
public void onSuccess(GetItemRequest request, GetItemResult getItemResult) {
System.out.println("Result: " + getItemResult);
}
@Override
public void onError(Exception e) {
System.out.println("Unable to read item");
System.err.println(e.getMessage());
// Callers can also test if exception is an instance of
// AmazonServiceException or AmazonClientException and cast
// it to get additional information
}
});
call.get();
}

}

SDK for Java 1.x를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 쿼리
Amazon DynamoDB Accelerator(DAX)를 사용하면 DynamoDB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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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DAX를 사용하여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에서 생성
된 CreateDateIndex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DAXClient 클래스는 DynamoDB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언트 객체를 인
스턴스화합니다.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com.amazon.dax.client.dynamodbv2.AmazonDaxClientBuild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com.amazonaws.util.EC2MetadataUtils;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AmazonDynamoDB;

public class DaxClient {
private static final String region = EC2MetadataUtils.getEC2InstanceRegion();
DynamoDB getDaxDocClient(String daxEndpoint) {
System.out.println("Creating a DAX client with cluster endpoint " + daxEndpoint);
AmazonDaxClientBuilder daxClientBuilder = AmazonDaxClientBuilder.standard();
daxClientBuilder.withRegion(region).withEndpointConfiguration(daxEndpoint);
AmazonDynamoDB client = daxClientBuilder.build();
return new DynamoDB(client);

}

DynamoDBMapper getDaxMapperClient(String daxEndpoint) {
System.out.println("Creating a DAX client with cluster endpoint " + daxEndpoint);
AmazonDaxClientBuilder daxClientBuilder = AmazonDaxClientBuilder.standard();
daxClientBuilder.withRegion(region).withEndpointConfiguration(daxEndpoint);
AmazonDynamoDB client = daxClientBuilder.build();
return new DynamoDBMapper(client);

}

}

다음 방법으로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예제에서 정의된 QueryIndexDax 클래스의 queryIndex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QueryIndexDax는 DaxClient 클래스의 getDaxDocClient 메서드에서 반환된 클라이언트 객체를 파
라미터로 사용합니다.
• 객체 지속성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 예제에서 정의된 QueryIndexDax 클래스의
queryIndexMapper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queryIndexMapper는 DaxClient 클래스에 정의된
getDaxMapperClient 메서드에서 반환된 클라이언트 객체를 파라미터로 사용합니다.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import

java.util.Iterator;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Mapper;
java.util.Lis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QueryExpress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model.AttributeValue;
java.util.HashMap;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utils.ValueMap;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spec.QuerySpec;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QueryOutcom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temCollection;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Index;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Table;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ocument.Dynamo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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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QueryIndexDax {
//This is used to query Index using the low-level interface.
public static void queryIndex(DynamoDB client, String tableName, String indexName) {
Table table = client.getTable(tableName);
System.out.println("\n***********************************************************\n");
System.out.print("Querying index " + indexName + "...");
Index index = table.getIndex(indexName);
ItemCollection<QueryOutcome> items = null;
QuerySpec querySpec = new QuerySpec();
if (indexName == "CreateDateIndex") {
System.out.println("Issues filed on 2013-11-01");
querySpec.withKeyConditionExpression("CreateDate = :v_date and
begins_with(IssueId, :v_issue)")
.withValueMap(new ValueMap().withString(":v_date",
"2013-11-01").withString(":v_issue", "A-"));
items = index.query(querySpec);
} else {
System.out.println("\nNo valid index name provided");
return;
}
Iterator<Item> iterator = items.iterator();
System.out.println("Query: printing results...");
while (iterator.hasNext()) {
System.out.println(iterator.next().toJSONPretty());
}
}
//This is used to query Index using the high-level mapper interface.
public static void queryIndexMapper(DynamoDBMapper mapper, String tableName, String
indexName) {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 = new HashMap<String, AttributeValue>();
eav.put(":v_date", new AttributeValue().withS("2013-11-01"));
eav.put(":v_issue", new AttributeValue().withS("A-"));
DynamoDBQueryExpression<CreateDate> queryExpression = new
DynamoDBQueryExpression<CreateDate>()
.withIndexName("CreateDateIndex").withConsistentRead(false)
.withKeyConditionExpression("CreateDate = :v_date and begins_with(IssueId, :v_issue)")
.withExpressionAttributeValues(eav);
List<CreateDate> items = mapper.query(CreateDate.class, queryExpression);
Iterator<CreateDate> iterator = items.iterator();
System.out.println("Query: printing results...");
while (iterator.hasNext()) {
CreateDate iterObj = iterator.next();
System.out.println(iterObj.getCreateDate());
System.out.println(iterObj.getIssueId());
}

}

}

아래의 클래스 정의는 Issues 테이블을 나타내며 queryIndexMapper 메서드에서 사용됩니다.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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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IndexHashKey;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IndexRangeKey;
import com.amazonaws.services.dynamodbv2.datamodeling.DynamoDBHashKey;
@DynamoDBTable(tableName = "Issues")
public class CreateDate {
private String createDate;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IssueId")
private String issueId;
@DynamoDBIndexHashKey(globalSecondaryIndexName = "CreateDateIndex", attributeName =
"CreateDate")
public String getCreateDate() {
return createDate;
}
public void setCreateDate(String createDate) {
this.createDate = createDate;
}
@DynamoDBIndexRangeKey(globalSecondaryIndexName = "CreateDateIndex", attributeName =
"IssueId")
public String getIssueId() {
return issueId;
}
public void setIssueId(String issueId) {
this.issueId = issue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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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문서 기록
다음 표에는 2018년 7월 3일부터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의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이 나와 있습
니다. 이 설명서에 대한 업데이트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이 페이지의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에 있음)를
구독하면 됩니다.
변경 사항

설명

Service Quotas와의 향상된 통
합 (p. 1433)

Service Quotas를 통해 이제 계정 2022년 6월 15일
및 테이블 할당량을 사전에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값을 보고 할
당량 사용률이 구성 가능한 임계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경보
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SQL 워크벤치에 테이블 및
GSI 지원 추가 (p. 1433)

이제 테이블 및 글로벌 보
조 인덱스(GSI) 컨트롤 플
레인 작업(예: CreateTable,
UpdateTable, DeleteTable)에
NoSQL Workbenc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ndard-Infrequent Access 테이
블 클래스를 이제 중국에서 사용
가능 (p. 1433)

Amazon DynamoDB Standard2022년 4월 18일
Infrequent Access 테이블 클래스
를 이제 중국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가 저장된 테이블에 이 새
로운 테이블 클래스를 사용하여
DynamoDB 비용을 최대 60%까지
줄이세요.

기본 서비스 할당량 및 테이블 관
리 작업 수 증가 (p. 1433)

DynamoDB에서 계정 및 리전당
2022년 3월 9일
테이블 수에 대한 기본 할당량이
256개에서 2,500개의 테이블로 증
가하고, 동시 테이블 관리 작업 수
가 50개에서 500개로 증가했습니
다.

DynamoDB용 PartiQL의 항목 제
한(선택 사항) (p. 1433)

DynamoDB에서 각 요청에 대한
선택적 파라미터로 DynamoDB용
PartiQL 작업에서 처리되는 항목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국(베이징 및 닝샤) 리전에서
AWS Backup 통합 기능 사용 가
능 (p. 1433)

이제 중국(베이징 및 닝샤) 리전에 2022년 1월 26일
서 AWS Backup이 DynamoDB와
통합됩니다. AWS Backup의 향상
된 백업 기능(예: 교차 계정 백업
및 교차 리전 백업)을 통해 규정 준
수 및 비즈니스 연속성 요구 사항
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PartiQL API 호출을 통한 처리량
용량 정보 확인 (p. 1433)

쿼리 및 처리량 비용을 최적화하
는 데 도움이 되도록 DynamoDB
에서 PartiQL API 호출에 소비된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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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 용량을 반환할 수 있습니
다.
AWS Backup 통합 (p. 1433)

AWS Backup의 향상된 백업 기능
(예: 교차 계정 백업 및 교차 리전
백업)을 통해 이제 DynamoDB에
서 규정 준수 및 비즈니스 연속성
요구 사항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CSV로 NoSQL Workbench
데이터 세트 가져오기/내보내
기 (p. 1433)

이제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샘플 데이터를 가져오고 자동으로
채워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고 시
각화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1일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Streams
데이터 영역 활동 필터링 및 검
색 (p. 1433)

이제 AWS CloudTrail로 Streams
데이터 영역 API 활동을 필터링함
으로써 Amazon DynamoDB에서
감사 로깅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
어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콘솔 업데이트 (p. 1433)

이제 DynamoDB 콘솔을 기본 콘
솔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다 쉽
게 관리하고, 일반적인 작업을 간
소화하며, 리소스와 기능에 더 빠
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이제 Java 2.x용 DAX SDK 사용
가능 (p. 1433)

이제 Java 2.x용 DynamoDB
Accelerator(DAX) SDK가 사용 가
능하며 Java 2.x용 AWS SDK와
호환됩니다. 비차단 I/O를 비롯한
최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제어 영역 작업을 포함한
NoSQL Workbench 기능 업데이
트 (p. 1433)

이제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에서 자주 처
리하는 작업을 더 쉽게 실행하여
테이블 데이터를 수정하고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이제 아시아 태평양 리전에서
DynamoDB 글로벌 테이블 사용
가능 (p. 1433)

이제 아시아 태평양(오사카) 리전 2021년 7월 28일
에서 DynamoDB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을 22개 중 선택한 AWS 리
전 간에 자동으로 복제할 수 있습
니다

이제 중국에서 DAX 사용 가
능 (p. 1433)

이제 Sinnet이 운영하는 중국
(베이징) 리전에서 DynamoDB
Accelerator(DAX)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2021년 7월 28일

DAX 전송 중 데이터 암호
화 (p. 1433)

이제 DynamoDB
Accelerator(DAX)에서 애플리케
이션과 DAX 클러스터 간에 그리
고 DAX 클러스터 내의 노드 간에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를 지원합
니다.

2021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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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ormation 및 CloudTrail 통
합 (p. 1433)

AWS CloudFormation과 통합되며 2021년 6월 18일
CloudFormation 데이터 영역 로깅
을 통해 보안이 향상됩니다.

이제 글로벌 테이블에
CloudFormation 지원 (p. 1433)

이제 Amazon DynamoDB 글로벌 2021년 5월 14일
테이블이 AWS CloudFormation을
지원하므로 CloudFormation 템플
릿을 사용하여 글로벌 테이블을
생성하고 해당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mazon DynamoDB Local에서
Java 2.x 지원 (p. 1433)

이제 다운로드 가능한 Amazon
2021년 5월 3일
DynamoDB 버전인 DynamoDB
Local과 함께 Java 2.x용 AWS
SD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Local을 사용하면 추
가 비용 없이 로컬 개발 환경에서
실행되는 DynamoDB 버전을 사용
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
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NoSQL Workbench에
서 AWS CloudFormation 지
원 (p. 1433)

이제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가 AWS
CloudFormation을 지원하므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
여 DynamoDB 데이터 모델을 관
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NoSQL Workbench에서 테
이블 용량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2021년 4월 22일

이제 DynamoDB와 AWS Amplify
의 기능 통합 (p. 1433)

이제 AWS Amplify가 단일 배포에
서 여러 DynamoDB 글로벌 보조
인덱스 업데이트를 오케스트레이
션합니다.

2021년 4월 20일

AWS CloudTrail로 Amazon
DynamoDB Streams 데이터 영역
API 로깅 (p. 1433)

이제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mazon DynamoDB Streams 데
이터 영역 API 활동을 로그하고
DynamoDB 테이블의 항목 수준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 및 조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이제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
에서 AWS CloudFormation 지
원 (p. 1433)

이제 Amazon DynamoDB용
2021년 4월 12일
Amazon Kinesis Data Streams가
AWS CloudFormation을 지원하므
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
용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으로 스트리밍을 사용 설정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데이터 변
경 사항을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으로 스트리밍함으로써 Amazon
Kinesis 서비스를 사용하여 고급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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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Amazon Keyspaces에서
FIPS 140-2를 준수하는 엔드포인
트 제공 (p. 1433)

이제 엄격히 규제되는 워크로
2021년 4월 8일
드를 보다 쉽게 실행할 수 있도
록 Amazon Keyspaces(Apache
Cassandra용)에서 FIPS(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s) 140-2를 준수하는 엔
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FIPS
140-2는 미국 및 캐나다 정부 표준
으로서,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암
호화 모듈의 보안 요건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DAX용 Amazon EC2 T3 인스턴
스 (p. 1433)

이제 DAX에서 기본 수준의 CPU
성능 외에 필요할 경우 기본 이상
으로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는 Amazon EC2 T3 인스턴스 유
형을 지원합니다.

2021년 2월 15일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의 PartiQL 지
원 (p. 1433)

이제 DynamoDB용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DynamoDB를 위한 PartiQL 문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4일

DynamoDB용 PartiQL (p. 1433)

이제 DynamoDB용 PartiQL(SQL
호환 쿼리 언어)을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과 상호 작
용하고 AWS Management
Console,AWS Command
Line Interface 및 PartiQL용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임시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Amazon DynamoDB용 Amazon
Kinesis Data Streams (p. 1433)

이제 Amazon DynamoDB용
2020년 11월 23일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DynamoDB 테이블과 함께 사용하
여 항목 수준 변경 사항을 캡처하
고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복제
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테이블 내보내
기 (p. 1433)

이제 DynamoDB 테이블을
Amazon S3로 내보내서 Athena,
AWS Glue, Lake Formation 등의
서비스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복잡한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
다.

빈 값 지원 (p. 1433)

DynamoDB는 이제 DynamoDB
2020년 5월 18일
테이블에서 키가 아닌 문자열 및
이진 속성에 대해 빈 값을 지원
합니다. 빈 값 지원 덕분에 광범
위한 사용 사례에서 유연하게 속
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속성을
DynamoDB로 보내기 전에 변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록,맵, 집합
데이터 형식에서도 빈 문자열 및
이진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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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의 Linux 지
원 (p. 1433)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는 이제 Linux(Ubuntu,
Fedora 및 Debian)에서 지원됩니
다.

2020년 5월 4일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 정식 버
전 (p. 1433)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정식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는 DynamoDB 테이블의
트래픽 추세를 한 눈에 확인하고
테이블에서 가장 자주 액세스되는
키(바로 가기 키라고도 함)를 식별
할 수 있는 진단 도구입니다.

2020년 4월 2일

글로벌 테이블 업그레이
드 (p. 1433)

이제 DynamoDB 콘솔에서 몇 번
2020년 3월 16일
의 클릭으로 전역 테이블을 버전
2017.11.29에서 최신 버전의 전역
테이블(2019.11.21)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전역 테이블의 버전
을 업그레이드하면 테이블 재작성
없이도 기존 테이블을 추가 AWS
리전으로 확장하여 DynamoDB 테
이블의 가용성을 쉽게 높일 수 있
습니다.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 – 정식 버전 (p. 1433)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가 정식 버전입니다.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설계하고,
생성하고, 쿼리하고, 관리합니다.

2020년 3월 2일

DAX 캐시 클러스터 지
표 (p. 1433)

DAX는 DAX 클러스터의 성능
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CloudWatch 지표를 지원합니다.

2020년 2월 6일

DynamoDB용 CloudWatch
Contributor Insights - 미리 보
기 (p. 1433)

DynamoDB용 CloudWatch
2019년 11월 26일
Contributor Insights는
DynamoDB 테이블의 트래픽 추세
를 한 눈에 확인하고 테이블에서
가장 자주 액세스되는 키(바로 가
기 키라고도 함)를 식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입니다.

조정 용량의 불균형 워크로드 지
원 (p. 1433)

Amazon DynamoDB 조정 용량
에서는 이제 자주 액세스하는 항
목을 자동으로 격리하여 불균형
워크로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
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하
나 이상의 항목으로 트래픽을 불
균형적으로 많이 이동하는 경우
DynamoDB가 파티션 균형을 재
조정하여 자주 액세스하는 항목이
동일한 파티션에 상주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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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지
원 (p. 1433)

이제 DynamoDB는 고객 관리형
2019년 11월 25일
키를 지원하므로 DynamoDB 데이
터의 보안을 암호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
니다.

NoSQL Workbench에서
DynamoDB 로컬(다운로드 버전)
지원 (p. 1433)

NoSQL Workbench는 이제
DynamoDB Local(다운로드 버
전)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므로
DynamoDB 테이블을 설계, 생성,
쿼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 8일

NoSQL Workbench - 미리 보
기 (p. 1433)

이것은 DynamoDB용 NoSQL
Workbench의 최초 릴리스입
니다. No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
을 설계하고, 생성하고, 쿼리하
고,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용 NoSQL
Workbench(평가판)를 참조하세
요.

2019년 9월 16일

DAX에서 Python 및 .NET를 사용
한 트랜잭션 작업에 대한 지원 추
가 (p. 1433)

DAX는 Go, Java, .NET,
Node.js 및 Python으로 작
성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TransactWriteItems 및
TransactGetItems API를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X로 인
메모리 가속화 단원을 참조하세
요.

2019년 2월 14일

Amazon DynamoDB Local(다
운로드 가능 버전) 업데이
트 (p. 1433)

DynamoDB Local(다운로드 버전) 2019년 2월 4일
은 이제 트랜잭션 APIs, 온디맨드
읽기/쓰기 용량, 읽기 및 쓰기 작업
에 대한 용량 보고 및 20개의 글로
벌 보조 인덱스를 지원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DynamoDB 다운로드
버전과 DynamoDB 웹 서비스 간
차이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DynamoDB OnDemand (p. 1433)

DynamoDB on-demand는 용량 계 2018년 11월 28일
획 없이 초당 수천 개의 요청을 처
리할 수 있는 유연한 청구 옵션입
니다. DynamoDB on-demand는
읽기 및 쓰기 요청에 대해 요청당
지불 가격을 제공하므로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기/쓰기
용량 모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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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
Transactions (p. 1433)

DynamoDB transactions을 사
용하면 테이블 내부와 전체에
서 여러 항목을 모두 변경하거
나 전혀 변경하지 않고 조정하
여 DynamoDB에서 원자가, 일
관성, 격리성 및 지속성(ACID)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Transactions을 참조하세요.

Amazon DynamoDB에서 저
장된 모든 고객 데이터 암호
화 (p. 1433)

유휴 DynamoDB 암호화는 내구성 2018년 11월 15일
이 뛰어난 미디어에 데이터가 자
정될 때마다 기본 키, 로컬 및 글로
벌 보조 인덱스, 스트림, 글로벌 테
이블, 백업, DAX 클러스터 등을 비
롯한 데이터를 암호화된 테이블에
서 보호하여 추가 계층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미사용 Amazon DynamoDB 암
호화를 참조하세요.

새로운 Docker 이미지로 Amazon
DynamoDB Local을 보다 간편하
게 사용 (p. 1433)

이제 보다 간편하게 DynamoDB
2018년 8월 22일
의 다운로드 버전인 Amazon
DynamoDB Local을 활용해 새로
운 DynamoDB Local 도커 이미지
로 DynamoDB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 및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DynamoDB(다운로드
버전) 및 도커를 참조하세요.

DynamoDB Accelerator(DAX),
저장 데이터 암호화 지원 추
가 (p. 1433)

DynamoDB Accelerator(DAX)는
2018년 8월 9일
이제 새로운 DAX 클러스터에 대
한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
여 엄격한 규정 준수 및 규제 요
구 사항이 적용되는 보안이 중요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Amazon
DynamoDB 테이블 읽기를 가속화
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
은 유휴 DAX 암호화를 참조하세
요.

DynamoDB PITR(특정 시점으로
복구)에서 삭제된 테이블을 복원
하기 위한 지원 추가 (p. 1433)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활성화된
테이블을 삭제하면 시스템 백업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35일 동안 유
지됩니다(추가 비용 없음). 자세한
내용은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시
작하기 전을 참조하세요.

2018년 8월 7일

RSS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업데
이트 (p. 1433)

이제 RSS 피드(이 페이지의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에 있음)를 구독
하여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에 대한 업데이트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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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변경 날짜

DAX에 대해 Go 지원

새로운 DynamoDB
Accelerator(DAX) SDK for Go를
사용하여 Go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대
해 마이크로초 읽기 성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AX SDK for Go (p. 684)을 참조
하십시오.

2018년 26월 6일

DynamoDB에서 SLA 발표

DynamoDB에서 공공 가용성 SLA
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서비스 수준
계약을 참조하세요.

2018년 6월 19일

DynamoDB 연속 백업과 특정 시
점으로 복구(PITR)

특정 시점으로 복구(PITR)를 사용 2018년 25월 4일
하면 우발적인 쓰기 또는 삭제 작
업으로부터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
정 시점으로 복구를 설정해 두면
온디맨드 백업의 생성, 유지 관
리, 예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
다. 테스트 스크립트가 프로덕션
DynamoDB 테이블에 우발적으로
데이터를 쓴 경우를 예로 들어 보
겠습니다. 특정 시점으로 복구가
설정되어 있으면 최근 35일 중 원
하는 시점으로 테이블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DynamoDB는 테이
블의 증분식 백업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 (p. 650)을 참조하
십시오.

DynamoDB의 저장 데이터 암호화 새로운 DynamoDB 테이블에 대
해 사용할 수 있는 DynamoDB 저
장 데이터 암호화 기능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에 저
장된 AWS 관리형 암호화 키를 사
용하여 Amazon DynamoDB 테
이블의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는 DynamoDB 저장 데이터 암호
화 (p. 1070)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2월 8일

DynamoDB 백업 및 복원

2017년 11월 29일

온 디맨드 백업을 통해
DynamoDB 테이블 데이터의 완
벽한 백업본을 만들고 이를 보관
해 두면 기업은 물론 정부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는 데도 도움이 됩
니다.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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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과 가용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도 몇 메가바이트에서
수백 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데이
터 테이블을 백업할 방법이 있습
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에 대한 온디맨드 백업 및 복원 사
용 (p. 629)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 전역 테이블

전역 테이블은 DynamoDB의 국
2017년 11월 29일
제적인 입지를 기반으로 구축되
어 완벽하게 관리되는 다중 리전
다중 활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하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규모
로 확장되는 전역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신속한 로컬 읽기 및 쓰기 성
능을 지원합니다. 전역 테이블은
선택된 AWS 리전 간에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자동으로 복
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글로벌
테이블 - DynamoDB의 다중 리전
복제 (p. 302)을 참조하십시오.

DAX에 대한 Node.js 지원

Node.js 개발자는 Node.js용
DAX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DynamoDB Accelerator(DAX)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DynamoDB
Accelerator(DAX)를 통한 인 메모
리 가속화 (p. 657)을 참조하십시
오.

DynamoDB용 VPC 엔드포인트

DynamoDB 엔드포인트는
2017년 8월 16일
Amazon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퍼블릭 인터넷에 노
출되지 않고 DynamoDB에 액세
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VPC와
DynamoDB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
은 Amazon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DynamoDB에 액세스 (p. 1109)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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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변경 날짜

DynamoDB의 Auto Scaling

DynamoDB Auto Scaling 기능
을 사용하면 프로비저닝된 처리
량 설정을 수동으로 정의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DynamoDB Auto Scaling은 실제
트래픽 패턴에 따라 읽기 및 쓰기
용량을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따
라서 테이블 또는 글로벌 보조 인
덱스에 따라 할당된 읽기 및 쓰기
용량을 늘려 병목 현상 없이 갑작
스러운 트래픽 증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가 감소하면
DynamoDB Auto Scaling 기능이
프로비저닝된 용량을 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Auto
Scaling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
리량 용량 관리 (p. 288)을 참조하
십시오.

2017년 6월 14일

DynamoDB Accelerator(DAX)

DynamoDB Accelerator(DAX)는
DynamoDB를 위한 완전 관리형,
고가용성, 인 메모리 캐시로, 초
당 요청 수가 몇 백만 개인 경우에
도 몇 밀리초에서 몇 마이크로초
까지 최대 10배의 성능을 제공합
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Accelerator(DAX)를 통한 인 메모
리 가속화 (p. 657)을 참조하십시
오.

2017년 4월 19일

DynamoDB는 이제 유지 시간
(TTL)으로 자동 항목 만료를 지원
합니다

Amazon DynamoDB 유지 시간
(TTL)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테이블에서 만료된 항목을 자동으
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DynamoDB 유지 시간(TTL)
을 사용하여 항목 만료 (p. 375)을
참조하십시오.

2017년 2월 27일

DynamoDB는 이제 비용 할당 태
그를 지원합니다

이제 Amazon DynamoDB 테이
블에 태그를 추가해 사용 분류를
개선하고 더욱 자세한 비용 보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는 리소스에 태그 및 레이블 추
가 (p. 326)을 참조하십시오.

2017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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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DynamoDB
DescribeLimits API

DescribeLimits API는 한 리전 2016년 3월 1일
의 AWS 계정에 대해 현재 프로비
저닝된 용량 제한을 반환하는데,
리전 전체를 기준으로도 반환하
고, 생성할 DynamoDB 테이블 하
나를 기준으로도 반환합니다. 이
에 따라 현재 계정 수준 제한 값을
알 수 있으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
는 할당된 용량과 이를 비교해볼
수 있으며, 제한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늘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
서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량 (p. 1264)
및 DescribeLimits를 참조하세요.

DynamoDB 콘솔 업데이트 및 기
본 키 속성 새 용어

DynamoDB 관리 콘솔이 보다 직
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다시 설
계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의 일
환으로 기본 키 속성에 새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 파티션 키 - 해시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 정렬 키 - 범위 속성이라고도 합
니다.
이름만 변경했을 뿐 기능은 동일
합니다.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를 생성
할 때 단순 기본 키(파티션 키만)
또는 복합 기본 키(파티션 키 및
정렬 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설명서도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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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an용 Amazon DynamoDB 스토
리지 백엔드

Titan용 DynamoDB 스토리지 백
2015년 8월 20일
엔드는 Amazon DynamoDB 기반
으로 구현된 Titan 그래프 데이터
베이스용 스토리지 백엔드입니다.
Titan용 DynamoDB 스토리지 백
엔드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는
Amazon의 고가용성 데이터 센터
전체에 걸쳐 실행되는 DynamoDB
보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플러
그인은 Titan 버전 0.4.4(주로 기
존 애플리케이션과 호환성을 위
해 사용) 및 Titan 버전 0.5.4(새 애
플리케이션용으로 권장)가 있습
니다. 다른 Titan용 스토리지 백엔
드와 마찬가지로, 이 플러그인은
Blueprints API, Gremlin 셸을 비
롯해 Tinkerpop 스택(버전 2.4 및
2.5)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itan용 Amazon DynamoDB 스토
리지 백엔드 (p. 1331)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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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Streams 교차 리전 복 DynamoDB Streams는 어떤
제 및 강력히 일관된 읽기를 이용 DynamoDB 테이블이든 시간 순
한 스캔
서에 따라 항목 변경 사항이 있으
면 이 정보를 수집하여 최대 24시
간 동안 로그에 저장합니다. 로그
와 데이터 항목은 변경 전후 거의
실시간으로 나타나므로 애플리케
이션에서 이러한 로그와 데이터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Streams에 대
한 변경 데이터 캡처 (p. 589) 및
DynamoDB Streams API 참조를
참조하세요.

변경 날짜
2015년 7월 16일

DynamoDB 교차 리전 복제는
여러 AWS 리전 간에 동일한
DynamoDB 테이블 사본을 거
의 실시간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
한 클라이언트 측 솔루션입니
다. 교차 리전 복제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을 백업하거나,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용자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Scan 작업은 기
본적으로 최종적으로 일관된
읽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ConsistentRead 파라미터
를 true로 설정하면 strongly
consistent read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에서 스캔
에 대한 읽기 정합성 (p. 444) 및
Scan을 참조하세요.
AWS CloudTrail의 Amazon
DynamoDB 지원

이제 DynamoDB가 CloudTrail
2015년 5월 28일
과 통합됩니다. CloudTrail
은 DynamoDB 콘솔 또는
DynamoDB API에서 API 호출
을 캡처한 후 로그 파일로 이
를 추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DynamoDB 작업 로깅 (p. 1140)
및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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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 표현식에 대한 지원 개선

이번 릴리스에서는 새로운
KeyConditionExpression
파라미터가 Query API에 추
가되었습니다. Query는 기본
키 값을 사용해 테이블이나 인
덱스의 항목을 읽어옵니다.
KeyConditionExpression
파라미터는 이러한 기본 키의
이름을 식별하는 문자열이자
키 값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Query가 이 표현식을
만족하는 항목만 가져옵니다.
KeyConditionExpression
구문은 DynamoDB의 다른 표
현식 파라미터와 비슷하여 표현
식의 이름과 값에 대해 치환 변
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DynamoDB의 쿼리 작
업 (p. 424)을 참조하십시오.

2015년 4월 27일

조건부 쓰기를 위한 새로운 비교
함수

DynamoDB에서
ConditionExpression 파라
미터는 PutItem, UpdateItem
또는 DeleteItem 작업의 성
공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즉,
이 조건이 true로 평가되는 경
우에 한해 항목이 작성됩니
다. 이번 릴리스에서는 새로운
함수로 attribute_type와
size, 2개가 추가되어
ConditionExpression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함수는
테이블 속성의 데이터 형식 또는
크기에 따라 조건부 쓰기가 가능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조건 표현
식 (p. 358)을 참조하십시오.

2015년 4월 27일

보조 인덱스를 위한 스캔 API

DynamoDB에서 Scan 작업은 테
이블 항목을 모두 읽어와서 사용
자 정의 필터링 기준을 적용한 다
음 선택된 데이터 항목을 애플리
케이션에 반환합니다. 이러한 기
능이 현재 보조 인덱스에도 똑같
이 적용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
또는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스캔
하려면 인덱스 이름과 상위 테이
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
로 인덱스 Scan은 인덱스의 데이
터를 모두 반환하지만 필터 표현
식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반
환되는 결과 범위를 좁힐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에서 스캔 작업 (p. 441)을 참조하
십시오.

201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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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온라인 작
업

온라인 인덱싱은 기존 테이블에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특히
온라인 인덱싱 작업에서는 테이블
생성 시 테이블 인덱스를 모두 정
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언
제든지 새로운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스
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인덱
싱 작업은 무중단(non-blocking)
방식으로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
제하는 도중에도 테이블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글로벌 보조 인덱
스 관리 (p. 502)을 참조하십시오.

2015년 1월 27일

JSON을 이용한 문서 모델 지원

DynamoDB는 문서 모델을 완벽
2014년 10월 7일
하게 지원하여 문서를 저장하거
나 가져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
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형식도
JSON 표준과 완전히 호환되어 문
서 요소를 서로 중첩하는 것도 가
능합니다. 문서 경로 역참조 연산
자를 사용하면 전체 문서를 가져
오지 않고도 개별 요소를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릴
리스에는 데이터 항목을 읽어오거
나 작성할 때 프로젝션, 조건 및 업
데이트 작업을 지정할 수 있는 새
로운 표현식 파라미터가 추가되었
습니다. JSON을 이용한 문서 모
델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
이터 유형 (p. 11) 및 DynamoDB
에서 표현식 사용 (p. 351) 단원을
참조하세요.

유연한 확장성

테이블 및 글로벌 보조 인덱스의
2014년 10월 7일
경우 테이블 및 계정 단위 제한
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할당된 읽
기 및 쓰기 처리 용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
정 및 테이블 할당량 (p. 1264)을
참조하십시오.

항목 크기 증가

DynamoDB의 최대 항목 크기
가 64KB에서 400KB로 늘어났
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
이블 할당량 (p. 1264)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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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식 향상

DynamoDB는 조건식에 사용할 수 2014년 4월 24일
있는 연산자를 늘려 조건부 업로
드, 업데이트 및 삭제의 유연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새로 사용 가능
한 연산자는 속성이 존재하는지,
특정 값보다 큰지 작은지, 두 값
의 사이인지, 특정 문자로 시작하
는지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DynamoDB는 여러 조건을 평
가하기 위해 옵션으로 OR 연산자
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표현
식의 여러 조건은 AND로 모두 이
어지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true
인 경우에 한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OR를 지정
할 경우 조건 중 하나 이상만 true
이면 표현식이 true로 평가됩니
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및 속성 작
업 (p. 341)을 참조하십시오.

쿼리 필터

DynamoDB Query API는 새로
운 QueryFilter 옵션을 지원합
니다. 기본적으로 Query를 실행
하면 특정 파티션 키 값 및 정렬
키 조건(선택 사항)과 일치하는
항목을 찾습니다. 하지만 Query
필터는 키 외의 다른 속성에 조
건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Query 필터를 추가할 경우 필
터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
은 제외하고 Query 결과가 애
플리케이션에 반환됩니다. 자세
한 정보는 DynamoDB의 쿼리 작
업 (p. 424)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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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anagement Console을 사
용하여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
오기

DynamoDB 콘솔은 DynamoDB
2014년 3월 6일
테이블의 데이터를 더욱 쉽게 내
보내고 가져올 수 있도록 기능
이 향상되었습니다. 단지 몇 번만
클릭하면 AWS Data Pipeline을
설정하여 워크플로우를 체계화
할 뿐만 아니라 Amazon Elastic
MapReduce 클러스터를 설정하여
DynamoDB 테이블에서 Amazon
S3 버킷으로 데이터를 복사하거
나 그 반대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보내기나 가져오기를 1회
로 제한하여 실행하거나 1일 내
보내기 작업을 설정할 수도 있습
니다. 그 밖에 교차 리전 내보내
기 및 가져오기, DynamoDB 데
이터를 AWS 리전 테이블에서 다
른 AWS 리전 테이블로 복사하기
등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Data Pipeline을 사용하여
DynamoDB 데이터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p. 1322)을 참조하십시
오.

상위 수준 API 설명서의 재편성

이제 다음과 같은 API에 대한 정
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Java: DynamoDBMappper
• .NET: 문서 모델 및 객체 지속성
모델
이러한 상위 수준 API 설명서는
현재 여기(DynamoDB에 대한 높
은 수준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
스 (p. 16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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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보조 인덱스

DynamoDB는 글로벌 보조 인덱
스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
니다. 글로벌 보조 인덱스를 정의
할 때도 로컬 보조 인덱스와 마찬
가지로 테이블의 대체 키를 사용
해 인덱스에 대한 쿼리 요청을 실
행합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와 다
른 점은, 글로벌 보조 인덱스는 파
티션 키가 테이블과 달라도 된다
는 것입니다. 즉, 어떤 스칼라 테
이블 속성이든 상관없습니다. 정
렬 키는 선택 사항이지만 마찬가
지로 어떤 스칼라 테이블 속성이
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보
조 인덱스 역시 자체적으로 할당
처리량 설정 값을 가지며, 상위 테
이블의 처리량 설정 값과는 별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 인덱
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향
상 (p. 492) 및 DynamoDB에서 글
로벌 보조 인덱스 사용 (p. 494) 단
원을 참조하세요.

2013년 12월 12일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DynamoDB는 세분화된 액세스 제 2013년 10월 29일
어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
니다. 이 기능의 추가로 이제 고객
이 직접 DynamoDB 테이블 또는
보조 인덱스의 개별 항목과 속성
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주체(사
용자, 그룹 또는 역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이 웹 자격 증명 연동 기능을 이용
해 사용자 인증 작업을 Facebook,
Google, 또는 Login with Amazon
같은 타사 자격 증명 공급자에게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
식으로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
포함)이 엄청난 수의 사용자까지
처리할 뿐만 아니라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DynamoDB 데이터 항
목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정책 조건을 사용하여 세분화
된 액세스 제어 구현 (p. 1093)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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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B 읽기 용량 단위 크기

읽기 용량 단위의 크기가 1KB에
서 4KB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크기의 증가로 많은 애플리케이션
에 필요하여 할당되는 읽기 용량
단위의 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예를 들어 이번 릴리스 이전
에는 10KB 항목을 읽어오려면 읽
기 용량 단위 10개를 소비하였지
만 이제는 단위 3개(10KB / 4KB,
다음 4KB 배수로 반올림)면 충분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읽기/쓰기
용량 모드 (p. 15)을 참조하십시
오.

2013년 5월 14일

병렬 스캔

DynamoDB는 병렬 스캔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
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테이블
하나를 여러 논리 세그먼트로 나
눠 동시에 모든 세그먼트를 스캔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의 추가로
스캔 시간이 줄어들면서 테이블
에 할당된 읽기 용량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에서 스캔 작
업 (p. 441)을 참조하십시오.

2013년 5월 14일

로컬 보조 인덱스

DynamoDB는 로컬 보조 인덱스를 2013년 4월 18일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키가 아닌 속성으로 대체 정
렬 키 인덱스를 정의한 다음 이 인
덱스를 쿼리 요청에 사용하면 됩
니다. 로컬 보조 인덱스를 이용하
면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차원의
데이터 항목을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로컬
보조 인덱스 (p. 533)을 참조하십
시오.

새로운 API 버전

이번 릴리스에서는 DynamoDB
2013년 4월 18일
에 새로운 API 버전(2012-08-10)
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API 버
전(2011-12-05)도 여전히 지원되
어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역호환도
가능합니다. 신규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API 버전(2012-08-10)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애플리케
이션은 API 버전 2012-08-10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새로운 DynamoDB 기능(로
컬 보조 인덱스 등)은 이전 API 버
전으로 백포트(backport)가 지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PI 버전
2012-08-1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DynamoDB API 참조를
참조하세요.
API 버전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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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정책 변수 지원

IAM 액세스 정책 언어는 이제 변
수를 지원합니다. 정책이 평가되
면 모든 정책 변수가 인증된 사용
자의 세션에서 컨텍스트 기반 정
보에 의해 제공되는 값으로 대체
됩니다. 정책 변수를 사용하여 정
책의 모든 구성 요소를 명시적으
로 나열하지 않고 범용 정책을 정
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수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
용 가이드에서 정책 변수 단원을
참조하세요.

2013년 4월 4일

DynamoDB의 정책 변수 예제는
Amazon DynamoDB의 ID 및 액세
스 관리 (p. 1079) 단원을 참조하
세요.
PHP 코드 예제가 AWS SDK for
PHP 버전 2용으로 업데이트됨

AWS SDK for PHP의 버전 2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SDK를 사용할 수 있도록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의
PHP 코드 예제 역시 업데이트되
었습니다. SDK 버전 2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WS SDK for PHP
단원을 참조하세요.

2013년 1월 23일

새로운 엔드포인트

DynamoDB가 AWS GovCloud(미
국 서부) 리전으로 확장됩니
다. 현재 서비스 엔드포인트 및
프로토콜 목록은 Regions and
Endpoints를 참조하세요.

2012년 12월 3일

새로운 엔드포인트

DynamoDB가 남아메리카(상파
울루) 리전으로 확장됩니다. 현
재 지원되는 엔드포인트 목록은
Regions and Endpoints를 참조하
세요.

2012년 12월 3일

새로운 엔드포인트

DynamoDB가 아시아 태평양(시
드니) 리전으로 확장됩니다. 현
재 지원되는 엔드포인트 목록은
Regions and Endpoints를 참조하
세요.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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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는 CRC32 체크섬과
강력한 읽기 일관성의 일괄 가져
오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
에 가능한 테이블 업데이트 수의
제한도 제거하였습니다.

• DynamoDB는 HTTP 페이로
드에서 CRC32 체크섬을 계산
하여 새로운 헤더인 x-amzcrc32로 반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하위 수준
API (p. 158)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BatchGetItem
API의 읽기 작업은 최종 일
관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BatchGetItem의 새로운 파
라미터인 ConsistentRead는
모든 요청 테이블에 강력한
읽기 일관성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
명 (p. 1358)을 참조하십시오.

2012년 11월 2일

• 이번 릴리스에서는 동시에 업
데이트할 수 있는 테이블 수
에 대한 제한이 일부 사라졌
습니다.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전체 테이블 수는 여
전히 10개이지만 CREATING,
UPDATING 또는 DELETING
등 이 테이블들의 상태 조합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테이블
하나당 ReadCapacityUnits 또
는 WriteCapacityUnits를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는 최소 수도
더 이상 없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Amazon DynamoDB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
량 (p. 1264)을 참조하십시오.
모범 사례 설명서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
서는 쿼리 및 스캔 작업을 위한 권
장 방안과 함께 테이블 및 항목 작
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
범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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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데이터 형식 지원

DynamoDB는 숫자 및 문자열 형
식은 물론이고 이제 이진수 데이
터 형식도 지원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이번 릴리스 이전에는 이진수 데
이터를 저장하려면 먼저 문자열
형식으로 변환하여 DynamoDB에
저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클라
이언트 측 변환 작업 외에도 종종
변환 도중 데이터 항목의 크기가
커져서 스토리지가 더 필요하거나
프로비저닝 처리 용량을 추가해야
하는 잠재적 가능성도 발생하였습
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진수 형식 속성
을 지원하여 압축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및 이미지 등 이진수 데이
터를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유형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AWS SDK를 사용
하여 이진수 형식 데이터를 처리
하는 예제는 다음 단원을 참조하
세요.
• 예: AWS SDK for Java 문서
API를 사용하여 이진 형식 속성
처리 (p. 397)
• 예: AWS SDK for .NET 하위 수
준 API를 사용하여 이진 형식
속성 처리 (p. 420)
AWS SDK에 이진수 데이터 형식
지원이 추가되면서 최신 SDK를
다운로드하고 기존 애플리케이션
까지 모두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WS SDK 다운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T 코드 예
시 (p. 273) 단원을 참조하세요.
DynamoDB 콘솔을 사용하여
이제 DynamoDB 사용자는
2012년 8월 14일
DynamoDB 테이블 항목을 업데이 DynamoDB 콘솔을 사용해 테이블
트 및 복사할 수 있음
항목의 추가 및 삭제는 물론이고
업데이트와 복사까지 가능하게 되
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의 추가
로 콘솔을 통한 개별 항목의 변경
도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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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의 최소 테이블 처리량 DynamoDB는 이제 최소 테이블
요건 축소
처리량 요건이 특히 쓰기 용량 단
위 1개와 읽기 용량 단위 1개까
지 축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DynamoDB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DynamoDB
의 서비스, 계정 및 테이블 할당
량 (p. 1264) 주제를 참조하세요.

2012년 8월 9일

서명 버전 4 지원

2012년 7월 5일

DynamoDB는 이제 인증 요청에
서명 버전 4를 지원합니다.

DynamoDB 콘솔의 테이블 탐색기 DynamoDB 콘솔이 이제 테이블
지원
탐색기를 지원하여 테이블에 저
장된 데이터를 찾아 쿼리를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항목
을 삽입하거나 기존 항목을 삭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지원
하기 위해 DynamoDB에서 테이
블 생성 및 코드 예시에 대한 데이
터 로드 (p. 266) 영역과 콘솔 사
용 (p. 57) 영역이 업데이트되었습
니다.

2012년 5월 22일

새로운 엔드포인트

2012년 4월 24일

DynamoDB 가용성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리전, 미국 서
부(오레곤) 리전 및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리전의 새로운 엔드포
인트로 확장됩니다.
현재 지원되는 엔드포인트 목록은
Regions and Endpoints를 참조하
세요.

BatchWriteItem API 지원

DynamoDB는 이제 일괄 쓰기 API
를 지원하여 단 한 번의 API 호
출로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다수
의 항목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일괄
쓰기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tchWriteItem (p. 1363) 단원을
참조하세요.

2012년 4월 19일

AWS SDK의 항목 작업 및 일괄
쓰기 기능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항목 및 속성 작업 (p. 341)
및 .NET 코드 예시 (p. 273) 단원
을 참조하세요.
오류 코드의 추가 문서화

자세한 정보는 DynamoDB 관련
오류 처리 (p. 162)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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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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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엔드포인트

DynamoDB가 아시아 태평양
(도쿄) 리전으로 확장됩니다. 현
재 지원되는 엔드포인트 목록은
Regions and Endpoints를 참조하
세요.

2012년 29월 2일

ReturnedItemCount 메트릭 추
가

새로운 메트릭인
ReturnedItemCount의 추가로
DynamoDB의 쿼리 또는 스캔 작
업에서 응답으로 반환되었던 항목
수를 이제는 CloudWatch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DynamoDB의 로깅 및 모
니터링 (p. 1120)을 참조하십시오.

2012년 24월 2일

증분 값에 대한 예제 추가

DynamoDB는 기존 숫자 값을 일
정하게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존 값을 늘리는 예
제는 다음 웹사이트의 "항목 업데
이트" 단원을 참조하세요.

2012년 1월 25일

항목 작업: Java (p. 380).
항목 작업: .NET (p. 400).
초기 제품 릴리스

DynamoDB는 베타 버전의 신규
서비스로 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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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