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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호스팅

AWS Amplify호스팅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AWS Amplify는 프런트엔드 웹 및 모바일 개발자가 에서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
도록 특별히 제작된 도구 및 기능 세트입니다AWS. Amplify는 Amplify Hosting 및 Amplify Studio라는 두 가
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mplify Hosting은 지속적인 배포로 풀스택 서버리스 웹 앱을 호스팅하기 위한 Git 
기반 워크플로를 제공합니다. This user guide provides the information you need to get started with Amplify 
Hosting.

Amplify 호스팅
• Amplify Hosting은 React, Angular, Vue.js, Ionic 및 Ember와 같은 일반적인 SPA 프레임워크와 개츠비, 일

레븐티, 휴고 VuePress, 지킬 등의 정적 사이트 생성기를 지원합니다.
• 새 브랜치를 연결하여 프런트엔드와 백엔드의 프로덕션 및 스테이징 환경을 관리합니다. 기능 브랜치 배포

를 (p. 50) 참조하십시오.
•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Connect. 사용자 지정 도메인 설정을 (p. 27) 참조하십시오.
•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만든 SSR 웹 앱을 배포하고 호스팅합니다 (p. 13).
• 풀 리퀘스트 미리보기를 설정하여 코드 리뷰 중에 변경 사항을 미리 볼 수 (p. 72) 있습니다.
• 엔드-투-엔드 테스트를 통해 앱 품질을 개선하세요. end-to-end 테스팅을 (p. 75) 참조하십시오.
• 암호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므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어도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한을 (p. 83) 참조하십시오.
• 재작성 및 리디렉션을 설정하여 클라이언트 앱 요구 사항에 따라 SEO 순위를 유지하고 트래픽을 라우팅

하세요. 리디렉션 사용을 (p. 77) 참조하십시오.
• 즉각적인 캐시 무효화를 통해 코드를 커밋할 때마다 앱이 즉시 업데이트됩니다.
• Atomic 배포는 전체 배포가 완료된 후에만 웹 앱이 업데이트되도록 하여 유지 관리 기간을 없애줍니다. 이

렇게 하면 파일을 제대로 업로드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제거됩니다.
• 다양한 모바일 장치에서 렌더링된 앱의 스크린샷을 가져와 레이아웃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Amplify
Amplify의 호스팅 기능을 시작하려면기존 코드로 시작하기 (p. 3) 튜토리얼을 참조하십시오. 튜토리얼을 
완료한 후에는 git 리포지토리 (GitHub, BitBucket Cloud GitLab, 및AWS CodeCommit) 를 연결하여 지속적인 
배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풀스택 지속적 배포 샘플 (p. 9)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작할 수도 있습
니다.

Amplify 스튜디오
의AWS Amplify 콘솔에서 Amplify Studio에 액세스할 수AWS Management Console 있습니다. Amplify 
Studio는 확장 가능한 풀스택 웹 및 모바일 앱의 생성을 간소화하는 시각적 개발 환경입니다. Studio를 사
용하여 프런트엔드 ready-to-use UI를 구축한 다음,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plify 문서에서 Amplify 
Studio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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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스튜디오

Amplify 스튜디오
• 시각적 데이터 모델링을 사용하면 클라우드 인프라 대신 도메인별 객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앱에 대한 인증을 설정합니다.
• 강력하고 이해하기 쉬운 권한 부여.
• 모든 백엔드 기능을 로nfrastructure-as-code 구성합니다AWS CloudFormation.
• Amplify (CL) 에서 Studio에서 수행한 모든 업데이트를 CLI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를 초대하여 백엔드를 구성하고 관리하세요. 이러한 사용자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Amplify CLI에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 마크다운 지원을 통한 콘텐츠 관리
• 앱의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합니다.
• Studio의 비주얼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프런트엔드 UI 구성 요소를 빌드하세요. 사전 빌드된 UI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의 수십 가지 디자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이너가 만든 Figma 프로토타입을 Studio에 React 코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테마로 프런트엔드 UI를 사용자 지정하여 앱 구성 요소에 글로벌 스타일을 적용하세요.
• Studio 내에서 직접 UI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테스트하여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표시되는 방식을 확인하

세요.
• 몇 단계만 거치면 클라우드에 연결된 백엔드를 프런트엔드 UI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Amplify
AWS계정이 없어도 Studio를 사용하여 백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AWS계정이 없으면 로컬에서 백엔드의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WS계정이 있으면 백엔드 환경 관리를 위한 확장된 Studio 기능 세트와 앱의 백엔드에 연결할 수 있는 프런
트엔드 UI 구성 요소를 만드는 비주얼 디자이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plify 문서에서 시
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SPA 애플리케이션
이 사용 설명서는 최신 단일 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 (SPA)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신 웹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정적 파일로 패키징하는 SPA로 구성됩니
다.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웹 아키텍처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거나 검색할 때
마다 서버까지 왕복하여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렌더링해야 했습니다. 최신 웹 앱은 앱 프론트엔드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전 빌드된 HTML/JavaScript 파일로 브라우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지 않고도 백엔드 기능을 호출할 수 있어 네이티브 앱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신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인증 서비스,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런트엔드 코드, 클라
우드에서 실행되는 백엔드 비즈니스 로직 또는AWS Lambda 함수 등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
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자는 부분적 배포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프런트엔드와 백엔드에서 배포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하므로 애플리케이션 배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mplify는 단일 워크플로우에서 프런
트엔드와 백엔드의 배포를 단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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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코드로 시작하기
이 연습에서는 최신 웹 앱을 연속적으로 빌드, 배포 및 호스팅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최신 웹 앱에는 단일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PA) 프레임워크 (예: React, Angular 또는 Vue) 와 정적 사이트 생성기 (SSG) (예: 
Hugo, Jekyll 또는 Gatsby) 가 포함됩니다. Amplify 호스팅은 서버 측 렌더링 (SSR) 을 사용하고 Next.js 를 사
용하여 생성되는 웹 앱도 지원합니다.

시작하려면 Amplify 콘솔에 로그인하세요. AWS Amplify홈 페이지 상단에서 시작하기 페이지 상단에서 시작
하기

그런 다음 배송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모든 앱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경우 새 앱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웹 앱 호스팅을 선택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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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리포지토리 Connect

1단계: 리포지토리 Connect
사용자 GitHub, Bitbucket 또는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Connect. GitLab Git 리포지토리를 연결하지 
않고 빌드 아티팩트를 수동으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동 배포를 (p. 66) 참조하세요.

Bitbucket GitLabAWS CodeCommit, 또는 를 사용하여 Amplify 콘솔을 인증하면 Amplify는 리포지토리 공급
자로부터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지만AWS 서버에 토큰을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Amplify는 특정 리포지토리에
만 설치된 배포 키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에 액세스합니다.

GitHub 리포지토리의 경우 Amplify는 이제 GitHub 앱 기능을 사용하여 Amplify 액세스를 승인합니다. 
Amplify GitHub 앱을 사용하면 권한이 더욱 세밀하게 조정되므로 지정한 리포지토리에만 Amplify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GitHub 앱 설치 및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 GitHub리포지
토리에 대한 Amplify 액세스 설정 (p. 69).

리포지토리 서비스 공급자를 연결한 후 리포지토리를 선택한 다음 빌드하고 배포할 해당 브랜치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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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단계: 프런트 엔드의 빌드 설정 확인

2a단계: 프런트 엔드의 빌드 설정 확인
선택한 브랜치에 대해 Amplify는 리포지토리를 검사하여 실행할 빌드 명령 시퀀스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중요: 빌드 명령과 빌드 출력 디렉터리(즉, artifacts > baseDirectory)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이 정보를 수
정해야 하는 경우 편집을 선택하여 YML 편집기를 엽니다. 빌드 설정을 서버에 저장하거나 YML을 다운로드
하여 리포지토리의 루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저장소의 경우 앱의 루트 디렉터리에 YML을 저장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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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단계: 백엔드의 빌드 설정 확인

자세한 내용은 빌드 사양 YAML 구문을 (p. 40) 참조하세요.

2b단계: 백엔드의 빌드 설정 확인
Amplify CLI v1.0+에서 프로비저닝한 리포지토리를 연결한 경우 (amplify -v를 실행하여 CLI 버전을 찾음) 
Amplify Hosting은 프런트엔드 빌드를 통해 단일 워크플로우로 백엔드 리소스 (Amplify CLI에서 프로비저닝
한 모든 리소스) 를 배포하거나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브랜치에 대해 기존 백엔드 환경을 가리키거나 완
전히 새 환경을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by-step 튜토리얼은 풀스택 배포 시작하기를 (p. 9)
참조하세요.

빌드 중에 Amplify CLI를 사용하여 백엔드 기능을 배포하려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서비스 역할을 만들거나 재사용하십시오. IAM 역할은 Amplify에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작업을 부여하는 안
전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지침은 서비스 역할 추가 (p. 105) 섹션을 참조하세요.

참고: Amplify CLI는 IAM 서비스 역할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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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단계: 환경 변수 추가 (선택 사항)

2c단계: 환경 변수 추가 (선택 사항)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실행 시간에 구성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세
부 정보, API 키 또는 다른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는 (p. 84) 빌드 시 이러한 구성을 노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3단계: 저장 및 배포
모든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설정을 검토하십시오. 웹 앱을AWS 글로벌 CDN (콘텐츠 전송 네
트워크) 에 배포하려면 [Save and Deploy] 를 선택합니다. 프런트 엔드 빌드는 일반적으로 1~2분 정도 소요
되지만 앱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랜치 섹션에서 진행률 표시기를 선택하여 빌드 로그 화면에 액세스합니다. 빌드에는 다음의 스테이지가 있
습니다.

1. 프로비저닝 - 4개의 vCPU, 7GB 메모리가 있는 호스트에서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여 빌드 환경을 설정합니
다. 각 빌드는 자체 호스트 인스턴스를 가져와 모든 리소스가 안전하게 격리되도록 합니다. 기본 이미지가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커 파일의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2. 빌드 - 빌드 단계는 설정(컨테이너로 리포지토리 복제), 백엔드 배포(백엔드 리소스를 배포하는 Amplify 
CLI 실행) 및 프런트엔드 빌드(프런트엔드 아티팩트 작성)의 세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됩니다.

3. 배포 - 빌드가 완료되면 모든 아티팩트가 Amplify Hosting에서 관리하는 호스팅 환경에 배포됩니다. 모든 
배포는 원자적 배포이므로 전체 배포가 완료된 후에만 웹 앱이 업데이트되도록 하여 유지 관리 기간을 없
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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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다음 단계
• 앱에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p. 27)
• 여러 환경 관리 (p. 50)
• 병합 전 풀 리퀘스트 미리 보기 (p. 72)

8



AWS Amplify호스팅 사용 설명서
사전 조건

풀스택 연속 배포 시작하기
Amplify Hosting을 사용하면 Amplify Framework로 앱을 빌드하는 개발자가 모든 코드 커밋에서 백엔드와 프
런트엔드에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Amplify Hosting을 사용하면 Amplify Studio를 사용
하여 만든 GraphQL/REST API, 인증, 분석 및 스토리지가 포함된 서버리스 백엔드를 프런트엔드 코드와 동
일한 커밋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Amplify를 사용하여 풀스택 CI/CD 워크플로를 설정합니다. Amplify 호스팅에 프런트엔드 앱
을 배포합니다. 그런 다음 Amplify Studio를 사용하여 백엔드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백엔드를 
프런트엔드 앱에 연결합니다.

주제
• 사전 조건 (p. 9)
• 1단계: 프런트엔드 배포 (p. 9)
• 2단계: 백엔드 생성 (p. 10)
• 3단계: 프런트엔드에 백엔드를 Connect 수 있습니다. (p. 11)
• 다음 단계 (p. 12)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시작하기

• AWS 계정에 가입합니다. 시작하려면 https://portal.aws.amazon.com/billing/signup#/start/email 을 여세요.
• Git 리포지토리 공급자 (예: Bitbucket GitHub GitLab, 또는) 를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AWS 

CodeCommit.
• Amplify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Amplify 프레임워크 설명서의 Amplify CLI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프런트엔드 배포
이 예제에 사용하려는 기존 프런트엔드 앱이 git 리포지토리에 있는 경우 프런트엔드 앱 배포 지침을 진행하
면 됩니다.

이 예제에 사용할 새 프런트엔드 앱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다음 Amplify 콘솔에 배포 버튼을 선택하여 
Amplify 계정에 React 앱 만들기 시작 앱을 배포하세요.

또는 React 앱 만들기 문서의 React 앱 만들기 지침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프런트엔드 앱을 배포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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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백엔드 생성

2. 모든 앱 페이지에서 새 앱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웹 앱 호스팅을 선택합니다.
3. 해당 GitHub, Bitbucket 또는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 공급자를 선택한 다음 계속을 선택합니다. 

GitLab
4. Amplify는 git 리포지토리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합니다. GitHub 리포지토리의 경우 Amplify는 이제 

GitHub 앱 기능을 사용하여 Amplify 액세스를 승인합니다.

GitHub 앱 설치 및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GitHub리포지토리에 대한 Amplify 액세
스 설정 (p. 69).

5. 리포지토리 분기 추가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최근 업데이트된 리포지토리 목록에서 연결할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b. 브랜치 목록에서 연결할 리포지토리 브랜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c. Next(다음)을 선택합니다.

6. 빌드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7. 검토 페이지에서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2단계: 백엔드 생성
Amplify Hosting에 프런트엔드 앱을 배포했으므로 이제 백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및 GraphQL API 엔드포인트로 백엔드를 생성하세요.

백엔드를 만들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모든 앱 페이지에서 1단계에서 만든 앱을 선택합니다.
3. 앱 홈페이지에서 백엔드 환경 탭을 선택한 다음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 스테이징 환경에 

대한 설정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4. 설정이 완료되면 Launch Studio를 선택하여 Amplify Studio의 스테이징 백엔드 환경에 액세스합니다.

Amplify Studio는 백엔드를 생성 및 관리하고 프론트엔드 UI 개발을 가속화하는 시각적 인터페이스입니다. 
Amplify Studi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plify Studio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다음 지침에 따라 Amplify Studio 비주얼 백엔드 빌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
세요.

데이터 모델 생성

1. 앱 스테이징 환경의 홈 페이지에서 데이터 모델 생성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모델 디자이너가 열
립니다.

2. 데이터 모델링 페이지에서 모델 추가를 선택합니다.
3. 제목에는 를 입력합니다Todo.
4. 필드 추가를 선택합니다.
5. 필드 이름에 를 입력합니다Description.

다음 스크린샷은 디자이너에서 데이터 모델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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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프런트엔드에 백엔드를 Connect 수 있습니다.

6.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7. Amplify 호스팅 콘솔로 돌아가면 스테이징 환경 배포가 진행됩니다.

배포 중에 Amplify Studio는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AWS AppSync GraphQL API와 Todo 항목을 호스팅
하는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포함하여 백엔드에 필요한 모든AWS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Amplify는 
백엔드를 배포하는AWS CloudFormation 데 사용하므로 백엔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저장할 수 infrastructure-
as-code 있습니다.

3단계: 프런트엔드에 백엔드를 Connect 수 있습니
다.

이제 프런트엔드를 배포하고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는 클라우드 백엔드를 만들었으므로 이들을 연결해야 합
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Amplify CLI를 사용하여 백엔드 정의를 로컬 앱 프로젝트로 가져오세요.

클라우드 백엔드를 로컬 프런트엔드에 연결하려면

1. 터미널 창을 열고 로컬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2.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빨간색 텍스트를 프로젝트의 고유한 앱 ID 및 백엔드 환경 이름으

로 바꿉니다.

amplify pull --appId abcd1234 --envName staging

3. 터미널 창의 지침에 따라 프로젝트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제 연속 배포 워크플로에 백엔드를 추가하도록 빌드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Amplify Hosting 콘솔에서 프런트엔드 브랜치를 백엔드와 연결하세요.

프런트엔드 앱 브랜치와 클라우드 백엔드를 연결하려면

1. 앱 홈페이지에서 호스팅 환경 탭을 선택합니다.
2. 메인 브랜치를 찾아 편집을 선택합니다.

11



AWS Amplify호스팅 사용 설명서
다음 단계

3. 대상 백엔드 편집 창에서 Environment에서 연결할 백엔드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2단계에
서 만든 스테이징 백엔드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풀스택 CI/CD가 활성화됩니다. 이 백엔드의 풀스택 CI/CD를 끄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하
십시오. 풀스택 CI/CD를 끄면 앱이 풀 전용 모드로 실행됩니다. 빌드 시 Amplify는 백엔드 환경을 수정하
지 않고aws-exports.js 파일만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4. 다음으로 Amplify에 앱 백엔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서비스 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서비스 역할을 사용하거나 새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침은 서비스 역할 추가 (p. 105) 섹션을 
참조하세요.

5. 서비스 역할을 추가한 후 대상 백엔드 편집 창으로 돌아가 저장을 선택합니다.
6. 스테이징 백엔드를 프런트엔드 앱의 기본 브랜치에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하려면 프로젝트의 새 빌드를 

수행하십시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git 리포지토리에서 코드를 푸시하여 Amplify 콘솔에서 빌드를 시작합니다.
• Amplify 콘솔에서 앱의 빌드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 버전 재배포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
기능 브랜치 배포 설정
권장 워크플로에 따라 여러 백엔드 환경에서 기능 브랜치 배포를 설정하세요.

Amplify 스튜디오에서 프런트엔드 UI 만들기
Studio를 사용하여 UI 구성 요소 세트로 프런트엔드 ready-to-use UI를 구축하고 앱 백엔드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정보 및 튜토리얼은 Amplify 프레임워크 설명서에서 Amplify Studio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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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측 렌더링이란

Amplify 호스팅을 사용하여 서버 측 렌
더링 앱을 배포하세요

서버 측 렌더링 (SSR) 을 사용하는 웹 앱을 배포하고 호스팅하는AWS Amplify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Amplify 호스팅은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만든 앱을 지원합니다. 앱을 배포하면 Amplify가 SSR을 자
동으로 감지하므로 에서 수동 구성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Amplify SSR 지원 방법을 알아보려면 다음 주제를 검토하십시오.

주제
• 서버 측 렌더링이란 (p. 13)
• Next.js SSR에 대한 지원 Amplify (p. 13)

서버 측 렌더링이란
이전에 Amplify는 정적 웹 앱의 배포 및 호스팅만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React와 같은 단일 페이지 애플리
케이션 (SPA) 프레임워크로 만든 앱과 Gatsby와 같은 정적 사이트 생성기 (SSG) 로 만든 앱이 포함됩니다. 
정적 웹 앱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에 저장되는 HTML, CSS 및 JavaScript 파일과 같은 파일의 조합
으로 구성됩니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웹 사이트에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HTTP 응답과 함께 페이지를 클
라이언트에 반환하고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콘텐츠를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Amplify는 이제 서버 측 렌더링 (SSR) 이 포함된 웹 앱을 지원합니다. 클라이언트가 SSR 페이지에 요청을 보
내면 각 요청마다 해당 페이지의 HTML이 서버에 생성됩니다. 개발자는 SSR을 통해 요청별 및 사용자별로 
웹 사이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SSR은 웹 사이트의 성능 및 검색 엔진 최적화 (SEO) 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Next.js SSR에 대한 지원 Amplify
Amplify는 Next.js 를 사용하여 만든 서버 측 렌더링 (SSR) 웹 앱에 대한 배포 및 호스팅만 지원합니다. 
Next.js 는 SPA를 개발하기 위한 리액트 JavaScript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미지 및 스크립트 최적화, ISR (증
분 정적 재생성) 및 미들웨어와 같은 기능을 갖춘 Next.js 13으로 빌드된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Next.js 를 사용하여 정적 사이트 생성 (SSG) 및 SSR을 단일 프로젝트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SSG 
페이지는 빌드 시 사전 렌더링되고 SSR 페이지는 요청 시 사전 렌더링됩니다.

사전 렌더링은 성능 및 검색 엔진 최적화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ext.js 는 서버의 모든 페이지를 미리 렌
더링하므로 각 페이지의 HTML 콘텐츠가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도달하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콘텐츠
도 더 빠르게 로드될 수 있습니다. 로드 시간이 빨라지면 최종 사용자의 웹사이트 경험이 향상되고 사이트의 
SEO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전 렌더링은 검색 엔진 봇이 웹사이트의 HTML 콘텐츠를 쉽
게 찾고 크롤링할 수 있도록 하여 SEO를 개선합니다.

Next.js 는 첫 번째 바이트까지의 시간 (TTFB) 및 첫 번째 콘텐츠 페인트 (FCP) 와 같은 다양한 성능 메트릭을 
측정하기 위한 내장 분석 지원을 제공합니다. Next.js 관련 자세한 내용은 Next.js 웹 사이트에서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Next.js 기능 지원
Amplify 호스팅 컴퓨팅은 Next.js 12 이상으로 빌드된 앱의 서버 측 렌더링 (SSR) 을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Amplify 호스팅 컴퓨트가 출시되기 전에 Amplify에 Next.js 앱을 배포한 경우 앱은 Amplify의 이전 SSR 공급
자인 Classic (Next.js 11만 해당)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mplify 호스팅 컴퓨팅은 Next.js 버전 11 또는 이전 

13

https://nextjs.org/docs/getting-started


AWS Amplify호스팅 사용 설명서
Next.js SSR 앱 가격

버전을 사용하여 만든 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ext.js 11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 매니지드 SSR 공급
자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목록은 Amplify 호스팅 컴퓨팅 SSR 공급자가 지원하는 특정 기능을 설명합니다.

지원되는 기능

• 서버 측 렌더링 페이지 (SSR)
• 고정 페이지
• API 라우팅
• 동적 라우팅
• 모든 루트
• SSG (스태틱 제너레이션)
• 인크리멘탈 스태틱 리제너레이션 (ISR)
• 국제화된 (i18n) 서브패스 라우팅
• 국제화된 (i18n) 도메인 라우팅
• 미들웨어
• 환경 변수
• 이미지 최적화

지원되지 않는 기능

• 엣지 API 라우팅
• 온디맨드 인크리멘탈 스태틱 리제너레이션 (ISR)
• 국제화 (i18n) 자동 로케일 탐지
• Next.js 13 앱 디렉토리 (베타)

Next.js 이미지 최적화 사용
Next.js 설명서에서는 Sharp 이미지 처리 모듈을 설치하여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미지 최적화가 제대로 작동
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Amplify 배포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mplify는 자동으로 Sharp를 배포합니다.

이미지의 최대 출력 크기는 4.3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이미지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하고next/
image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크기를 조정하고 Webp 또는 AVIF 형식으로 최적화한 다음 더 작은 크기로 제
공할 수 있습니다.

Next.js SSR 앱 가격
Next.js 12 이상 SSR 앱을 배포할 때 Amplify 호스팅 컴퓨팅은 SSR 앱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관리
합니다. Amplify Hosting 컴퓨팅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금을 참조하십시오AWS Amplify.

Amplify를 사용하여 Next.js SSR 앱 배포하기
기본적으로 Amplify는 Next.js 12 이상을 지원하는 Amplify 호스팅의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여 새 SSR 앱을 
배포합니다. Amplify Hosting 컴퓨팅은 SSR 앱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완벽하게 관리합니다. 2022
년 11월 17일 이전에 배포한 Amplify 계정의 SSR 앱은 클래식 (Next.js 11만 해당) SSR 공급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Next.js 11만 해당) SSR을 사용하는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 SSR 공급자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Amplify는 자동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앱을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한 다음 새 
빌드를 시작하여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침은 Next.js 11 SSR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으로 마이
그레이션 (p. 16)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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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를 사용하여 Next.js SSR 앱 배포하기

다음 지침에 따라 새 SSR 앱을 배포하십시오.

Amplify 호스팅 컴퓨트 SSR 공급자를 사용하여 Amplify에 SSR 앱을 배포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모든 앱 페이지에서 새 앱을 선택한 다음 웹 앱 호스팅을 선택합니다.
3. 해당 GitHub, Bitbucket 또는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 공급자를 선택한 다음 계속을 선택합니다. 

GitLab
4. 저장소 분기 추가

a. 최근 업데이트된 리포지토리 목록에서 연결할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b. 브랜치 목록에서 연결할 리포지토리 브랜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Amplify 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맡는 IAM 서비스 역할이 필요합니다. Amplify 
Hosting 컴퓨팅이 자동으로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도록 허용하거나 생성한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mplify가 자동으로 역할을 생성하여 앱에 연결하도록 허용하려면

• IAM 역할 섹션에서 새 서비스 역할 생성 및 사용을 선택합니다.
• 이전에 생성한 서비스 역할을 연결하려면

a. IAM 역할 섹션에서 기존 서비스 역할 사용을 선택합니다.
b. 목록에서 사용할 역할을 선택합니다.

6.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검토 페이지에서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패키지.json 파일 설정
Next.js 앱을 배포하면 Amplify는package.json 파일에서 앱의 빌드 스크립트를 검사하여 앱이 SSR인지 
SSG인지 감지합니다.

다음은 Next.js SSR 앱의 빌드 스크립트 예입니다. 빌드 스크립트는 앱이 SSG 및 SSR 페이지를 모두"next 
build" 지원함을 나타냅니다.

"scripts": { 
  "dev": "next dev", 
  "build": "next build", 
  "start": "next start"
},

다음은 Next.js SSG 앱의 빌드 스크립트 예입니다. 빌드 스크립트는 앱이 SSG 페이지만 지원한다고"next 
build && next export" 표시합니다.

"scripts": { 
  "dev": "next dev", 
  "build": "next build && next export", 
  "start": "next start"
},

Amplify 설정
앱package.json 파일을 검사하여 SSG 또는 SSR 앱을 배포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Amplify는 앱의 빌드 설
정을 확인합니다. Amplify 콘솔이나 리포지토리 루트의amplify.yml 파일에 빌드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빌드 설정 구성 (p. 40)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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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 컴퓨팅으로 마이그레이션

Amplify가 Next.js SSR 앱을 배포하고 있음을 감지하고amplify.yml 파일이 없는 경우 앱에 대한 빌드 
사양을 생성하고baseDirectory 로 설정합니다.next. 파일이 있는 앱을 배포하는 경우amplify.yml
파일의 빌드 설정이 콘솔의 모든 빌드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파일에서 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
다.baseDirectory.next

다음은 가 로 설정된 앱의 빌드 설정의 예입니다.next.baseDirectory 이는 빌드 아티팩트가 SSG 및 
SSR 페이지를 지원하는 Next.js 앱용임을 나타냅니다.

version: 1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npm ci 
    build: 
      commands: 
        - npm run build 
  artifacts: 
    baseDirectory: .next 
    files: 
      - '**/*' 
  cache: 
    paths: 
      - node_modules/**/*

Amplify가 SSG 앱을 배포하는 것을 감지하면 앱의 빌드 사양을 생성하고baseDirectory 로 설정합
니다out. 파일이 있는 곳에 앱을 배포하는 경우amplify.yml 파일에서 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
다.baseDirectoryout

다음은 가 로 설정된 앱의 빌드 설정의 예입니다out.baseDirectory 이는 빌드 아티팩트가 SSG 페이지만 
지원하는 Next.js 앱용임을 나타냅니다.

version: 1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npm ci 
    build: 
      commands: 
        - npm run build 
  artifacts: 
    baseDirectory: out 
    files: 
      - '**/*' 
  cache: 
    paths: 
      - node_modules/**/*

Next.js 11 SSR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으로 마이
그레이션
새 Next.js 앱을 배포할 때 기본적으로 Amplify는 지원되는 최신 버전의 Next.js 를 사용합니다. 현재 Amplify 
호스팅 컴퓨팅 SSR 공급자는 Next.js 버전 13을 지원합니다.

Amplify 콘솔은 Next.js 12 이상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Amplify 호스팅 컴퓨팅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배포된 
사용자 계정의 앱을 탐지합니다. 콘솔에는 Amplify의 이전 SSR 공급자인 Classic (Next.js 11만 해당) 을 사용
하여 배포된 브랜치가 있는 앱을 식별하는 정보 배너가 표시됩니다. Amplify Hosting 컴퓨팅 SSR 공급자로 
앱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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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과 모든 프로덕션 브랜치를 동시에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앱에는 클래식 (Next.js 11만 해당) 
및 Next.js 12 브랜치를 둘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앱을 Amplify Hosting 컴퓨팅 SSR 공급자로 마이그레이션하십시오.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 SSR 공급자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마이그레이션하려는 Next.js 앱을 선택합니다.

Note

Amplify 콘솔에서 앱을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먼저 Next.js 버전 12 이상을 사용하도록 앱의 
package.json 파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일반을 선택합니다.
4. 앱에 Classic (Next.js 11만 해당) SSR 공급자를 사용하여 배포된 브랜치가 있는 경우 콘솔은 앱 홈페이

지에 배너를 표시합니다. 배너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5. 마이그레이션 확인 창에서 세 명령문을 선택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
6. Amplify는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기 위해 앱을 빌드하고 재배포합니다.

SSR 마이그레이션
Next.js 앱을 배포하면 Amplify Hosting은 앱의 설정을 감지하고 앱의 내부 플랫폼 값을 설정합니다. 유
효한 플랫폼 값은 세 가지입니다. SSG 앱은 플랫폼 값으로 설정됩니다WEB. Next.js 버전 11을 사용하는 
SSR 앱은 플랫폼 값으로 설정됩니다WEB_DYNAMIC. Next.js 12 이상 SSR 앱은 플랫폼 값으로 설정됩니
다WEB_COMPUTE.

이전 섹션의 지침에 따라 앱을 마이그레이션하면 Amplify는 앱의 플랫폼 값을 에서WEB_DYNAMIC 로 변경합
니다WEB_COMPUTE. Amplify Hosting 컴퓨팅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콘솔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되돌
릴 수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AWS Command Line Interface 되돌리려면 를 사용하여 앱의 플랫폼을 다시 
변경해야WEB_DYNAMIC 합니다.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앱 ID 및 지역을 고유 정보로 업데
이트합니다.

aws amplify update-app --app-id abcd1234 --platform WEB_DYNAMIC --region us-west-2

정적 Next.js 앱에 SSR 기능 추가
Amplify와 함께 배포된 기존 정적 (SSG) Next.js 앱에 SSR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SG 앱을 SSR로 변
환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Next.js 버전 12 이상을 사용하도록 앱을 업데이트하고 SSR 기능을 추가
하세요. 그런 다음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AWS 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앱의 플랫폼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앱에 서비스 역할을 추가합니다.
3. 앱의 빌드 설정에서 출력 디렉터리를 업데이트합니다.
4. 앱이 SSR을 사용함을 나타내도록 앱package.json 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플랫폼 업데이트
플랫폼 유형에는 세 가지 유효한 값이 있습니다. SSG 앱이 플랫폼 유형으로 설정되어WEB 있습니다. Next.js 
버전 11을 사용하는 SSR 앱은 플랫폼 유형으로 설정되어WEB_DYNAMIC 있습니다. Amplify 호스팅 컴퓨팅에
서 관리하는 SSR을 사용하여 Next.js 12에 배포된 앱의 경우 플랫폼 유형이 로 설정됩니다WEB_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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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SSG 앱으로 배포할 때 Amplify는 플랫폼 유형을 로WEB 설정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앱의 플랫
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WEB_COMPUTE 있습니다.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고유한 앱 ID 
및 지역으로 빨간색 텍스트를 업데이트합니다.

aws amplify update-app --app-id abcd1234 --platform WEB_COMPUTE --region us-west-2

서비스 역할 추가
서비스 역할은 Amplify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맡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입니다. Amplify와 함께 이미 배포된 SSG 앱에 서비스 역할을 추가하려면 다음 단계
를 따르세요.

서비스 역할을 추가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Amplify 계정에서 서비스 역할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역할 추가를 (p. 105) 참조하여 이 필

수 단계를 완료하세요.
3. 서비스 역할을 추가할 고정 Next.js 앱을 선택합니다.
4.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일반을 선택합니다.
5. 앱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6. 서비스 역할 에서 기존 서비스 역할 이름 또는 2단계에서 만든 서비스 역할 이름을 선택합니다.
7. 저장을 선택합니다.

빌드 설정
SSR 기능을 사용하여 앱을 재배포하기 전에 출력 디렉터리를 설정할 앱의 빌드 설정을 업데이트해야.next
합니다. Amplify 콘솔이나 리포지토리에 저장된amplify.yml 파일에서 빌드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빌드 설정 구성 (p. 4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가 로 설정된 앱의 빌드 설정의 예입니다.next.baseDirectory

version: 1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npm ci 
    build: 
      commands: 
        - npm run build 
  artifacts: 
    baseDirectory: .next 
    files: 
      - '**/*' 
  cache: 
    paths: 
      - node_modules/**/*

패키지.json 파일 업데이트
서비스 역할을 추가하고 빌드 설정을 업데이트한 후 앱package.json 파일을 업데이트하세요. 다음 예와 
같이 Next.js 앱이 SSG 및 SSR 페이지를 모두 지원함을"next build" 나타내도록 빌드 스크립트를 로 설
정합니다.

"scrip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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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 "next dev", 
  "build": "next build", 
  "start": "next start"
},

Amplify는 리포지토리의package.json 파일 변경을 감지하고 SSR 기능을 사용하여 앱을 재배포합니다.

서버측 런타임에서 환경 변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
정
Amplify Hosting은 Amplify 콘솔의 프로젝트 구성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애플리케이션 빌드에 환경 변수
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러나 Next.js 서버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환경 변수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동작은 애플리케이션이 빌드 단계에서 사용하는 환경 변수에 저장된 모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Next.js 환경에서 특정 환경 변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Amplify 빌드 사양 파일을 수정하여 Next.js 인
식 환경 파일에 해당 환경 변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Amplify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기 전에 이러한 환경 변
수를 로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빌드 사양 예제는 빌드 명령 섹션에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version: 1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npm ci 
    build: 
      commands: 
        - env | grep -e DB_HOST -e DB_USER -e DB_PASS >> .env.production 
        - env | grep -e NEXT_PUBLIC_ >> .env.production 
        - npm run build 
  artifacts: 
    baseDirectory: .next 
    files: 
      - '**/*' 
  cache: 
    paths: 
      - node_modules/**/* 
      - .next/cache/**/*

이 예제의 빌드 명령 섹션에는.env.production 파일에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두 개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Amplify Hosting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이 트래픽을 수신할 때 애플리케이션이 이러한 변수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줄은 빌드 환경에서 특정 변수를 가져와서.env.production 파일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env | grep -e DB_HOST -e DB_USER -e DB_PASS >> .env.production

빌드 환경에 변수가 있는 경우.env.production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DB_HOST=localhost
DB_USER=myuser
DB_PASS=mypassword

두 번째 줄은 특정 접두사가 있는 환경 변수를.env.production 파일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env | grep -e NEXT_PUBLIC_ >> .env.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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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_PUBLIC_접두사가 있는 변수가 빌드 환경에 여러 개 있는 경우.env.production 파일은 다음과 비
슷하게 표시됩니다.

NEXT_PUBLIC_ANALYTICS_ID=abcdefghijk
NEXT_PUBLIC_GRAPHQL_ENDPOINT=uowelalsmlsadf
NEXT_PUBLIC_SEARCH_KEY=asdfiojslf
NEXT_PUBLIC_SEARCH_ENDPOINT=https://search-url

SSR 앱용 아마존 CloudWatch 로그
Amplify는 Next.js 런타임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의 Amazon CloudWatch 로그로AWS 계정 전송합니다. SSR 
앱을 배포할 때 Amplify 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맡는 IAM 서비스 역할이 필요합니다. 
Amplify Hosting 컴퓨팅이 자동으로 서비스 역할을 생성하도록 허용하거나 생성한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Amplify에서 IAM 역할을 생성하도록 허용하도록 선택하면 해당 역할에는 이미 CloudWatch 로그를 생성할 
권한이 있습니다. 자체 IAM 역할을 생성하는 경우 Amplify가 Amazon CloudWatch Logs에 액세스할 수 있도
록 하려면 정책에 다음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

logs:CreateLogStream
logs:CreateLogGroup
logs:DescribeLogGroups
logs:PutLogEvents

서비스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역할 추가 (p. 105) 단원을 참조하세요.

SSR 배포
Amplify Hosting 컴퓨팅을 사용하여 SSR 앱을 배포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문제 해결 
주제를 검토하세요.

주제
• 엣지 API 라우트로 인해 Next.js 빌드가 실패합니다. (p. 20)
• 온디맨드 증분 정적 재생성이 앱에서 작동하지 않음 (p. 20)
• 빌드 출력 크기가 너무 큽니다 (p. 20)
• 메모리 부족 오류로 인해 빌드가 실패함 (p. 21)
• HTTP 응답 크기가 너무 큽니다 (p. 21)

엣지 API 라우트로 인해 Next.js 빌드가 실패합니다.
현재 Amplify는 Next.js 엣지 API 경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mplify로 앱을 호스팅할 때는 엣지가 아닌 API 
및 미들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디맨드 증분 정적 재생성이 앱에서 작동하지 않음
버전 12.2.0부터 Next.js 는 온디맨드 증분 정적 재생성 (ISR) 을 지원하여 특정 페이지의 Next.js 캐시를 수동
으로 제거합니다. 하지만 Amplify는 현재 온디맨드 ISR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앱에서 Next.js 온디맨드 재검
증을 사용하는 경우 Amplify에 앱을 배포할 때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빌드 출력 크기가 너무 큽니다
현재 Amplify가 웹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Next.js 12 및 13 앱에 대해 지원하는 최대 빌드 출력 크기는 
200M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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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출력 크기가 최대 허용 크기를 초과한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esbuild JavaScript 번들러를 사용하여 
빌드 출력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앱amplify.yml 파일의 빌드 단계에 다음 명령을 추가합니다.

- allfiles=$(ls -al ./.next/standalone/**/*.js)
- npx esbuild $allfiles --minify --outdir=.next/standalone --platform=node --target=node16 
 --format=cjs --allow-overwrite

메모리 부족 오류로 인해 빌드가 실패함
Next.js 에서는 빌드 아티팩트를 캐시하여 후속 빌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plify의AWS 
CodeBuild 컨테이너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 캐시를 압축하고 Amazon S3에 업로드하여 후속 빌드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부족 오류가 발생하여 빌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빌드 단계에서 앱이 메모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먼저 빌드 설정의 
cache.paths 섹션에서.next/cache/**/* 삭제하세요. 그런 다음 빌드 설정 파일에서NODE_OPTIONS 환
경 변수를 제거합니다. 대신 Amplify 콘솔에서NODE_OPTIONS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노드 최대 메모리 제한
을 정의하십시오. Amplify 콘솔을 사용하여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환경 변수 설정 (p. 84).

이러한 변경을 수행한 후 빌드를 다시 시도해 보세요. 성공하면 빌드 설정 파일의 cache.paths 섹션
에.next/cache/**/* 다시 추가하세요.

빌드 성능 개선을 위한 Next.js 캐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xt.js 웹 CodeBuild 사이트의 AWS를 참조
하십시오.

HTTP 응답 크기가 너무 큽니다
현재 Amplify가 웹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Next.js 12 및 13 앱에 대해 지원하는 최대 응답 크기는 5.72MB
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응답은 콘텐츠가 없는 504개의 오류를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Next.js 11 SSR 지원을 확대하세요
2022년 11월 17일에 Amplify 호스팅 컴퓨트가 출시되기 전에 Amplify에 Next.js 앱을 배포한 경우 앱은 
Amplify의 이전 SSR 공급자인 클래식 (Next.js 11만 해당)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의 설명서는 클래식 
(Next.js 11만 해당) SSR 공급자를 사용하여 배포된 앱에만 적용됩니다.

Note

Next.js 11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 매니지드 SSR 공급자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Next.js 11 SSR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으로 마이그레이션 (p. 16)을 참조하
세요.

다음 목록은 Amplify Classic (Next.js 11만 해당) SSR 공급자가 지원하는 특정 기능을 설명합니다.

지원되는 기능

• 서버 측 렌더링 페이지 (SSR)
• 고정 페이지
• API 라우팅
• 동적 라우팅
• 모든 루트
• SSG (스태틱 제너레이션)
• 인크리멘탈 스태틱 리제너레이션 (I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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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된 (i18n) 서브패스 라우팅
• 환경 변수

지원되지 않는 기능

• 이미지 최적화
• 온디맨드 인크리멘탈 스태틱 리제너레이션 (ISR)
• 국제화된 (i18n) 도메인 라우팅
• 국제화 (i18n) 자동 로케일 탐지
• 미들웨어
• 엣지 API 라우팅

Next.js 11 SSR 앱 가격
Next.js 11 SSR 앱을 배포할 때 Amplify는AWS 계정에 다음을 포함한 추가 백엔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 앱의 고정 자산 리소스를 저장하는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입니다. Amazon S3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요금을 참조하세요.

• 앱을 제공하기 위한 Amazon CloudFront 배포판입니다. CloudFront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 4개의 Lambda @Edge 함수는 CloudFront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Next.js 11 SSR 앱에 대한 
권한
Amplify를 사용하려면 SSR 앱을 배포하려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필요합니
다. 필요한 최소 권한이 없으면 SSR 앱을 배포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Amplify에 필요한 권한을 제
공하려면 서비스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Amplify 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맡는 IAM 서비스 역할을 만들려면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서비스 역할 추가 (p. 105). 이 지침은AdministratorAccess-Amplify 관리형 정책을 연결하는 역
할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dministratorAccess-Amplify관리형 정책은 IAM 작업을 비롯한 여러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AdministratorAccess 정책만큼 강력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SSR 앱을 배포하
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합니다.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모범 사례를 따르고 서비스 역할에 부여되는 권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역
할에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SSR 앱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고객 관리형 IAM 
정책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정책 생성에 대한 지침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생성을 참
조하십시오.

정책을 직접 만드는 경우 SSR 앱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최소 권한의 다음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acm:DescribeCertificate
acm:ListCertificates
acm:RequestCertificate
cloudfront:Create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cloudfront:CreateDistribution
cloudfront:CreateInvalidation
cloudfront:GetDistribution
cloudfront:GetDistributionConfig
cloudfront:Lis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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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ront:ListDistributions
cloudfront:ListDistributionsByLambdaFunction
cloudfront:ListDistributionsByWebACLId
cloudfront:ListFieldLevelEncryptionConfigs
cloudfront:ListFieldLevelEncryptionProfiles
cloudfront:ListInvalidations
cloudfront:ListPublicKeys
cloudfront:ListStreamingDistributions
cloudfront:UpdateDistribution
cloudfront:TagResource
cloudfront:UntagResource
cloudfront:ListTagsForResource
cloudfront:DeleteDistribution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Role
iam:CreateServiceLinkedRole
iam:GetRole
iam:PutRolePolicy
iam:PassRole
iam:UpdateAssumeRolePolicy
iam:DeleteRolePolicy
lambda:CreateFunction
lambda:EnableReplication
lambda:DeleteFunction
lambda:GetFunction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lambda:PublishVersion
lambda:UpdateFunctionCode
lambda:UpdateFunctionConfiguration
lambda:ListTags
lambda:TagResource
lambda:UntagResource
lambda:ListEventSourceMappings
lambda:CreateEventSourceMapping
route53:ChangeResourceRecordSets
route53:ListHostedZonesByName
route53:ListResourceRecordSets
s3:CreateBucket
s3:GetAccelerateConfigur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PutAccelerateConfiguration
s3:PutBucketPolicy
s3:PutObject
s3:PutBucketTagging
s3:GetBucketTagging
sqs:CreateQueue
sqs:DeleteQueue
sqs:GetQueueAttributes
sqs:SetQueueAttributes
amplify:GetApp
amplify:GetBranch
amplify:UpdateApp
amplify:UpdateBranch

Next.js 11 SSR 배포 문제 해결
Amplify를 사용하여 클래식 (Next.js 11만 해당) SSR 앱을 배포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문제 해결 주제를 검토하세요.

주제
• 출력 디렉터리가 재정의되었습니다. (p. 24)
• SSR 사이트를 배포한 후 404 오류가 발생합니다.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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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에 CloudFront SSR 배포에 대한 재작성 규칙이 누락되었습니다. (p. 24)
• 앱이 너무 커서 배포할 수 없습니다 (p. 25)
• 메모리 부족 오류로 인해 빌드가 실패함 (p. 21)
• 앱에는 SSR 브랜치와 SSG 브랜치가 모두 있습니다. (p. 25)
• 앱은 예약된 경로가 있는 폴더에 정적 파일을 저장합니다. (p. 25)
• 앱이 CloudFront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p. 26)
• 환경 변수는 Lambda 함수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p. 26)
• Lambda @Edge 함수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생성됩니다. (p. 26)
• Next.js 앱이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p. 26)
• Next.js 앱의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음 (p. 26)
• 지원되지 않는 리전 (p. 26)

출력 디렉터리가 재정의되었습니다.

Amplify와 함께 배포된 Next.js 앱의 출력 디렉터리는 로 설정해야 합니다.next. 앱의 출력 디렉터리가 재정
의되는 경우next.config.js 파일을 확인하세요. 빌드 출력 디렉토리를 기본값으로.next 설정하려면 파
일에서 다음 줄을 제거하십시오.

distDir: 'build'

빌드 설정에서 출력 디렉터리가 로.next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앱의 빌드 설정을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빌드 설정 구성 (p. 40).

다음은 가 로 설정된 앱의 빌드 설정의 예입니다.next.baseDirectory

version: 1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npm ci 
    build: 
      commands: 
        - npm run build 
  artifacts: 
    baseDirectory: .next 
    files: 
      - '**/*' 
  cache: 
    paths: 
      - node_modules/**/*

SSR 사이트를 배포한 후 404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이트를 배포한 후 404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출력 디렉터리가 재정의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next.config.js파일을 확인하고 앱의 빌드 사양에서 올바른 빌드 출력 디렉터리를 확인하려면 이전 항목
의 단계를 따르세요출력 디렉터리가 재정의되었습니다. (p. 24).

앱에 CloudFront SSR 배포에 대한 재작성 규칙이 누락되었습니다.

SSR 앱을 배포하면 Amplify는 CloudFront SSR 배포에 대한 재작성 규칙을 생성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앱
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Amplify 콘솔에서 앱에 대한 CloudFront 재작성 규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누락된 
경우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앱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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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콘솔에서 앱의 재작성 및 리디렉션 규칙을 보거나 편집하려면 탐색 창에서 앱 설정을 선택한 다음 재
작성 및 리디렉션을 선택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SSR 앱을 배포할 때 Amplify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재작성 
규칙의 예를 보여줍니다. 이 예에는 CloudFront 재작성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앱이 너무 커서 배포할 수 없습니다

Amplify는 SSR 배포 크기를 50MB로 제한합니다. Next.js SSR 앱을 Amplify에 배포하려고 하는
데RequestEntityTooLargeException 오류가 발생하면 앱이 너무 커서 배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next.config.js파일에 캐시 정리 코드를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시 정리를 수행하는next.config.js 파일의 코드 예제입니다.

module.exports = { 
    webpack: (config, { buildId, dev, isServer, defaultLoaders, webpack }) => { 
        config.optimization.splitChunks.cacheGroups = { } 
        config.optimization.minimize = true; 
        return config 
      },
}

메모리 부족 오류로 인해 빌드가 실패함

Next.js 에서는 빌드 아티팩트를 캐시하여 후속 빌드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plify의AWS 
CodeBuild 컨테이너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 캐시를 압축하고 Amazon S3에 업로드하여 후속 빌드 성능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부족 오류가 발생하여 빌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빌드 단계에서 앱이 메모리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먼저 빌드 설정의 
cache.paths 섹션에서.next/cache/**/* 삭제하세요. 그런 다음 빌드 설정 파일에서NODE_OPTIONS 환
경 변수를 제거합니다. 대신 Amplify 콘솔에서NODE_OPTIONS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노드 최대 메모리 제한
을 정의하십시오. Amplify 콘솔을 사용하여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환경 변수 설정 (p. 84).

이러한 변경을 수행한 후 빌드를 다시 시도해 보세요. 성공하면 빌드 설정 파일의 cache.paths 섹션
에.next/cache/**/* 다시 추가하세요.

빌드 성능 개선을 위한 Next.js 캐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xt.js 웹 CodeBuild 사이트의 AWS를 참조
하십시오.

앱에는 SSR 브랜치와 SSG 브랜치가 모두 있습니다.

SSR 브랜치와 SSG 브랜치가 모두 있는 앱은 배포할 수 없습니다. SSR 브랜치와 SSG 브랜치를 모두 배포
해야 하는 경우 SSR 브랜치만 사용하는 앱 하나와 SSG 브랜치만 사용하는 다른 앱을 배포해야 합니다.

앱은 예약된 경로가 있는 폴더에 정적 파일을 저장합니다.

Next.js 는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터리에 저장되어public 있는 이름이 지정된 폴더에서 정적 파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mplify를 사용하여 Next.js 앱을 배포하고 호스팅하는 경우 프로젝트에 경로가 있는 폴더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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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될 수 없습니다public/static. Amplify는 앱을 배포할 때 사용할public/static 경로를 예약합니다. 
앱에 이 경로가 포함된 경우 Amplify로 배포하기 전에static 폴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앱이 CloudFront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CloudFront 서비스 할당량은 Lambda @Edge 함수가 연결된 25개 배포로AWS 계정을 제한합니다. 이 할당
량을 초과하면 계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CloudFront 배포를 삭제하거나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Quotas User Guide(Service Quotas 사용 설명서)의 Requesting a quota increase(할
당량 증가 요청)를 참조하세요.

환경 변수는 Lambda 함수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SSR 앱의 Amplify 콘솔에서 지정하는 환경 변수는 앱의AWS Lambda 함수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Lambda 
함수에서 참조할 수 있는 환경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서버측 런타임
에서 환경 변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 (p. 19)

Lambda @Edge 함수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생성됩니다.

Next.js 앱을 배포하면 Amplify는 Lambda @Edge 함수를 생성하여 CloudFront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Lambda @Edge 함수는 앱이 배포되는 리전이 아니라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생
성됩니다. 이는 Lambda @Edge 제한 사항입니다. Lambda @Edge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ront 개발자 안내서의 엣지 함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Next.js 앱이 지원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Amplify와 함께 배포된 앱은 Next.js 메이저 버전부터 버전 11까지 지원합니다. Amplify에서 지원하거나 지원
하지 않는 Next.js 기능의 자세한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supported features.

새 Next.js 앱을 배포할 때 Amplify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최신 버전의 Next.js 를 사용합니다. 이전 버전의 
Next.js 버전을 사용하여 Amplify에 배포한 기존 Next.js 앱이 있는 경우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 SSR 공
급자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Next.js 11 SSR 앱을 Amplify 호스팅 컴퓨팅으로 마이그레이
션 (p. 16) 을 참조하세요.

Next.js 앱의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음

next/image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Next.js 앱에 이미지를 추가할 때 이미지 크기는 1MB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Amplify에 앱을 배포할 때 1MB보다 큰 이미지는 503 오류를 반환합니다. 헤더 및 본문을 포함하여 
Lambda 함수에서 생성되는 응답의 크기를 1MB로 제한하는 Lambda @Edge 제한

1MB 제한은 PDF 및 문서 파일과 같은 앱의 다른 아티팩트에 적용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리전

Amplify는 Amplify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AWS 지역에서 클래식 (Next.js 11만 해당) SSR 앱 배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클래식 (Next.js 11만 해당) SSR은 유럽 (밀라노) eu-south-1, 중동 (바레인) me-south-1 및 아시아 
태평양 (홍콩) ap-east-1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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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도메인 설정
Amplify Hosting으로 배포한 앱에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Route 53 또는 Google 
도메인과 같은 도메인 등록기관을 통해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GoDaddy Route 53는 아
마존의 DNS (도메인 이름 시스템) 웹 서비스입니다. Route 53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
란 무엇인가요? 를 참조하세요.

Amplify를 사용하여 웹 앱을 배포하면 Amplify는 다음 예와 같은 URL에서 웹 앱을 호스팅합니다.

https://branch-name.d1m7bkiki6tdw1.amplifyapp.com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연결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 지정 URL에서 앱이 호스팅되는 것을 볼 수 있
습니다.

https://www.example.com

Amplify는 모든 트래픽이 HTTPS/2를 통해 보호되도록 앱에 연결된 모든 도메인에 대해 SSL/TLS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ACM) 에서 생성한 인증서는 13개월 동안 유효하며 앱이 Amplify로 호
스팅되는 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도메인 공급업체의 DNS 설정에서 CNAME 확인 레코드를 수정 또는 삭
제한 경우 Amplify는 인증서를 갱신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Amplify 콘솔에서 도메인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 필수 조건

• 도메인 등록기관을 통해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구매하세요. 이 가이드의 설정 절차를 수행하려면 Amplify 
콘솔의 정보를 사용하여 도메인 등록기관 웹사이트의 DNS 설정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앱을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하기 전에 Amplify에 앱을 배포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코드 시작하기를 (p. 3) 참조하십시오.

• 앱을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하려면 도메인 및 DNS 용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및 
DN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DNS 용어 및 개념 이해 (p. 27).

주제
• DNS 용어 및 개념 이해 (p. 27)
• Amazon Route 53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p. 29)
• 타사 DNS 공급자가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p. 30)
• 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GoDaddy (p. 32)
• Google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맞춤 도메인 추가 (p. 33)
• 하위 도메인 관리 (p. 34)
• Amazon Route 53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위한 자동 하위 도메인 설정 (p. 36)
• 사용자 지정 도메인 문제 해결 (p. 36)

DNS 용어 및 개념 이해
DNS (Domain Name System) 와 관련된 용어 및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항목을 참조하면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하는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NS 용어
다음은 DNS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하는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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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확인

CNAME

CNAME (표준 레코드 이름) 은 웹 페이지 집합의 도메인을 마스킹하여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
게 하는 DNS 레코드 유형입니다. CNAME은 하위 도메인을 정규화된 도메인 이름 (FQDN) 으로 연결합
니다. 예를 들어 새 CNAME 레코드를 생성하여 하위 도메인 www.example.com (여기서 www는 하위 도
메인임) 을 Amplify 콘솔에서 앱에 할당된 FQDN 도메인 브랜치 이름.d1m7bkiki6tdw1.cloudfront.net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ANAME

ANAME 레코드는 CNAME 레코드와 비슷하지만 루트 수준에 있습니다. ANAME은 도메인의 루트를 
FQDN으로 가리킵니다. 해당 FQDN은 IP 주소를 가리킵니다.

이름 서버

네임 서버는 도메인 이름의 다양한 서비스 위치와 관련된 쿼리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인터넷 서버입니
다. Amazon Route 53에서 도메인을 설정하면 이미 도메인에 이름 서버 목록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NS 레코드

NS 레코드는 도메인 세부 정보를 조회하는 네임 서버를 가리킵니다.

DNS 확인
도메인 이름 시스템 (DNS) 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을 컴퓨터에 적합한 IP 주소로 변환하는 전화
번호부와 같습니다. https://google.com브라우저에 입력하면 DNS 공급자에서 조회 작업이 수행되어 
웹 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찾습니다.

DNS 공급자는 도메인 레코드와 해당 IP 주소를 포함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NS 레코드는 
CNAME, ANAME 및 NS 레코드입니다.

Amplify는 CNAME 레코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Route 53으로 도
메인을 호스팅하는 경우 인증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Google과 같은 GoDaddy 
타사 공급업체를 통해 도메인을 호스팅하는 경우 도메인의 DNS 설정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고 Amplify에서 
제공하는 새 CNAME 레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Amplify 호스팅 맞춤 도메인 설정
Amplify Hosting으로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하면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사용하여 앱을 보려면 여러 단계
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Amplify가 SSL/TLS 인증서 생성, 인증서 구성 및 확인, 도메인 활성화를 위
해 수행하는 단계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다음 목록은 도메인 설정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SSL/TLS 생성

AWS Amplify보안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설정하기 위한 SSL/TLS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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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oute 53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SSL/TLS 구성 및 확인

인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Amplify는 사용자가 도메인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Amazon Route 53에서 관
리하는 도메인의 경우 Amplify는 DNS 검증 레코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Route 53 외부에서 관
리되는 도메인의 경우, Amplify 콘솔에 표시된 DNS 확인 레코드를 타사 DNS 공급자를 통해 도메인에 수
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도메인 활성화

도메인이 성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oute 53 외부에서 관리되는 도메인의 경우, Amplify 콘솔에 표
시된 CNAME 레코드를 타사 DNS 공급자를 통해 도메인에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Amazon Route 53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Route 53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도메인 관리] 를 선택합니다.
4. 도메인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도메인의 경우 루트 도메인을 입력하고 목록에 표시될 때 사용할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도메인 구성을
선택합니다.

입력을 시작하면 Route 53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는 모든 루트 도메인이 목록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이 https://example.com 인 경우 도메인으로 example.com을 입력합니다.

6. 기본적으로 Amplify는 도메인에 대해 두 개의 하위 도메인 항목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
인 이름이 example.com인 경우 루트 도메인에서 www 하위 도메인으로의 리디렉션이 설정된 하위 도메
인 https://www.example.com 및 https://example.com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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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DNS 공급자가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선택 사항) 하위 도메인만 추가하려는 경우 기본 구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을 변경하려면 
탐색 창에서 재작성 및 리디렉션을 선택하고 도메인을 구성한 다음 저장을 선택합니다.

Note

DNS가 전파되고 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생한 오류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지정 도메인 문제 해결 (p. 36).

타사 DNS 공급자가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
가

Amazon Route 53을 사용하여 도메인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타사 DNS 공급자가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
인을 Amplify로 배포된 앱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Google 도메인을 사용하는 GoDaddy 경우the section called “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GoDaddy” (p. 32) 또는 해당 공급업체와 관련된 절차를the section called “Google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맞춤 도메인 추가” (p. 33) 참조하십시오.

타사 DNS 공급자가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도메인 관리] 를 선택합니다.
4. 도메인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도메인의 경우 루트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도메인 구성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이

https://example.com 인 경우 를 입력합니다example.com.

아직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Amazon Route 53에서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습
니다.

6. 기본적으로 Amplify는 도메인에 대해 두 개의 하위 도메인 항목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
인 이름이 example.com인 경우 루트 도메인에서 www 하위 도메인으로의 리디렉션이 설정된 하위 도메
인 https://www.example.com 및 https://example.com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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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DNS 공급자가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선택 사항) 하위 도메인만 추가하려는 경우 기본 구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을 변경하려면 
탐색 창에서 재작성 및 리디렉션을 선택하고 도메인을 구성한 다음 저장을 선택합니다.

7. 동작 메뉴에서 DNS 레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Amplify 콘솔에 표시된 DNS 레코드를 사용하여 타사 도
메인 공급업체에 DNS 레코드를 업데이트하세요.

8.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를 사용하는 GoDaddy 경우 로 이동하십시오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GoDaddy (p. 32).

• Google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로Google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맞춤 도메인 추가 (p. 33) 이동하
세요.

• 다른 타사 DNS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절차의 다음 단계로 이동하세요.
9. DNS 공급자의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도메인의 DNS 관리 설정을 찾으십시오.
10. AWS유효성 검사 서버를 가리키도록 CNAME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검증 서버가

_cjhwou20vhu2exampleuw20vuyb2ovb9.j9s73ucn9vy.acm-validations.aws인 경우
_cjhwou20vhu2exampleuw20vuyb2ovb9.j9s73ucn9vy.acm-validations.aws를 입력합니다. Amplify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도메인 소유권을 확인하고 도메인에 대한 SSL/TLS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Amplify가 도
메인 소유권을 확인하면 HTTPS/2를 사용하여 모든 트래픽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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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 Certificate Manager(ACM) 에서 생성한 인증서는 13개월 동안 유효하며 앱이 Amplify로 
호스팅되는 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CNAME 확인 레코드가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 Amplify는 
인증서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Amplify 콘솔에서 도메인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Important

Amplify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한 후 바로 이 단계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ACM) 는 즉시 소유권 확인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사 빈도가 줄어 듭니다. 앱을 만든 후 몇 시간 후에 CNAME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업데
이트하면 앱이 인증 보류 상태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11. 보조 CNAME 레코드 (예: https://*.example.com) 를 구성하여 하위 도메인이 Amplify 도메인을 가리키도
록 합니다. 프로덕션 트래픽이 있는 경우 Amplify 콘솔에서 도메인 상태가 AVAILABLE로 표시된 후에 이 
CNAME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amplifyapp 도메인의 루트 도메인 (예: https://example.com) 을 가리키도록 ANAME/ALIAS 레코드를 구
성합니다. ANAME 레코드는 도메인의 루트를 호스트 이름으로 가리킵니다. 프로덕션 트래픽이 있는 경
우 콘솔에 도메인 상태가 AVAILABLE로 표시된 후에 ANAME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ANAME/ALIAS를 지원하지 않는 DNS 공급자의 경우, DNS를 Route 53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을 DNS 서비스로 구성을 참조하세요.

Note

타사 도메인의 도메인 소유권 확인 및 DNS 전파에는 최대 48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사용자 지정 도메인 문제 해결을 (p. 36) 참조하십시오.

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GoDaddy
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GoDaddy

1. 절차의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수행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타사 DNS 공급자가 관리하는 사용자 지
정 도메인 추가” (p. 30).

2. GoDaddy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3. 도메인 목록에서 추가할 도메인을 찾아 DNS를 선택합니다.
4. DNS 관리 페이지의 DNS 레코드 섹션에 도메인의 레코드 목록이 GoDaddy 표시됩니다. 두 개의 새 

CNAME 레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5. 첫 번째 CNAME 레코드를 만들어 하위 도메인이 Amplify 도메인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a. DNS 레코드 섹션에서 추가를 선택합니다.
b. 유형에서 CNAME을 선택합니다.
c. 이름에는 하위 도메인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하위 도메인이 www.example.com인 경우 이름으

로 www를 입력합니다.
d. 값의 경우 Amplify 콘솔에서 DNS 레코드를 확인한 다음 값을 입력합니다. Amplify 콘솔에서 앱의 도

메인을 xxxxxxxxxxxxxx.cloudfront.net으로 표시하는 경우 값에 xxxxxxxxxxxxxx.cloudfront.net을 입
력합니다.

e. 레코드 추가(Add record)를 선택합니다.
6. AWS Certificate Manager(ACM) 검증 서버를 가리키도록 두 번째 CNAME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검증된 

단일 ACM에서 도메인에 대한 SSL/TLS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a. 유형에서 CNAME을 선택합니다.
b. 이름에 하위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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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하위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Amplify 콘솔의 DNS 레
코드가 _c3e2d7eaf1e656b73f46cd6980fdc0e.example.com인 경우 이름에
_c3e2d7eaf1e656b73f46cd6980fdc0e만 입력합니다.

c. 값에 ACM 검증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검증 서버가 _cjhwou20vhu2exampleuw20vuyb2ovb9.j9s73ucn9vy.acm-validations.aws
인 경우 값에 _cjhwou2exampleuw20vuyb20vuyb2ovb9.j9s73ucn9vy.acm-validations.aws를 입력
합니다.

d. 레코드 추가(Add record)를 선택합니다.

Note

AWS Certificate Manager(ACM) 에서 생성한 인증서는 13개월 동안 유효하며 앱이 Amplify로 
호스팅되는 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CNAME 확인 레코드가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 Amplify는 
인증서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Amplify 콘솔에서 도메인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7. 하위 도메인에는 이 단계가 필수가 아닙니다. GoDaddy ANAME/ALIAS 레코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NAME/ALIAS 지원 기능이 없는 DNS 공급자의 경우 DNS를 Amazon Route 53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을 DNS 서비스로 구성을 참조하세요.

공급업체 자격을 유지하고 GoDaddy 루트 도메인을 업데이트하려면 Forwarding을 추가하고 도메인 전
달을 설정하세요.

a. DNS 관리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전달 상자를 찾으십시오.
b. 전달 대상에서 http://를 선택한 다음 전달할 하위 도메인의 이름 (예: www.example.com) 을 입력합

니다.
c. 전달 유형에서 임시 (302) 를 선택합니다.
d. 설정에서 전달 전용을 선택합니다.
e. 선택, 저장.

Google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맞춤 도메인 추가
Google 도메인에서 관리하는 맞춤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1. 타사 DNS 공급자가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p. 30) 절차의 1~7단계를 따르십시
오.

2. https://domains.google.com 에서 계정에 로그인하고 왼쪽 탐색 창에서 내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3. 도메인 목록에서 추가할 도메인을 찾은 다음 관리를 선택합니다.
4. 왼쪽 탐색 창에서 DNS를 선택합니다. Google은 도메인의 리소스 레코드를 표시합니다. 두 개의 새 

CNAME 레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5. 다음과 같이 모든 하위 도메인이 Amplify 도메인을 가리키도록 첫 번째 CNAME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a. 호스트 이름에는 하위 도메인 이름만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하위 도메인이 www.example.com인
경우 호스트 이름으로 www를 입력합니다.

b. 유형에서 CNAME을 선택합니다.
c. 데이터에 Amplify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입력합니다.

Amplify 콘솔에 앱의 도메인이 d1111abcdef8.cloudfront.net으로 표시되는 경우 데이터에
d1111abcdef8.cloudfront.net을 입력합니다.

6. AWS Certificate Manager(ACM) 검증 서버를 가리키도록 두 번째 CNAME 레코드를 생성합니다. 검증된 
단일 ACM에서 도메인에 대한 SSL/TLS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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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호스트 이름에 하위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하위 도메인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Amplify 콘솔의 DNS 레코드
가 _c3e2d7eaf1e656b73f46cd6980fdc0e.example.com인 경우 호스트 이름에
_c3e2d7eaf1e656b73f46cd6980fdc0e만 입력합니다.

b. 유형에서 CNAME을 선택합니다.
c. 데이터에 ACM 검증 인증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유효성 검사 서버가 _cf1z2npwt9vzexample93c1j4xzc92wl.2te3iym6kzr.acm-
validations.aws인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_cf1z2npwt9vzexample93c1j4xzc92wl.2te3iym6kzr.acm-validations.aws를 입력하십시오. 데이터
용.

Note

AWS Certificate Manager(ACM) 에서 생성한 인증서는 13개월 동안 유효하며 앱이 Amplify로 
호스팅되는 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CNAME 확인 레코드가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 Amplify는 
인증서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 Amplify 콘솔에서 도메인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7. Google 도메인은 애너임/별칭 레코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NAME/ALIAS 지원 기능이 없는 DNS 공
급자의 경우 DNS를 Amazon Route 53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을 DNS 서비스로 구성을 참조하세요. Google Domains를 제공업체로 유지하고 루트 도메인을 
업데이트하려면 앞으로 하위 도메인을 설정하세요. Google 도메인의 웹사이트 페이지를 찾으세요. 그런 
다음 전달 도메인을 선택하고 웹 전달 페이지에서 전달을 구성합니다.

Note

Google 도메인에 대한 DNS 설정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데 최대 4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생하
는 오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사용자 지정 도메인 문제 해결을 (p. 36) 참조하십시오.

하위 도메인 관리
하위 도메인은 도메인 이름 앞에 표시되는 URL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www는 www.amazon.com의 하위 
도메인이고 awws는 aws.amazon.com의 하위 도메인입니다. 이미 프로덕션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하위 도메
인만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위 도메인은 다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eta.alpha.example.com에
는 다단계 하위 도메인 beta.alpha가 있습니다.

하위 도메인만 추가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하위 도메인을 추가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을 선택한 다음 [도메인 관리] 를 선택합니다.
4. 도메인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도메인의 경우 루트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도메인 구성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이름이

https://example.com 인 경우 도메인으로 example.com을 입력합니다.
6. 루트 제외를 선택하고 하위 도메인의 이름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이 example.com인 경우 하위 

도메인 알파만 추가하도록 도메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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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위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다단계 하위 도메인을 추가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을 선택한 다음 [도메인 관리] 를 선택합니다.
4. 도메인 관리 페이지에서 도메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도메인의 경우 하위 도메인이 있는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하고 루트 제외를 선택한 다음 하위 도메인을 

수정하여 새 레벨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alpha.example.com이라는 도메인이 있고 다단계 하위 도메인 beta.alpha.example.com을 생
성하려는 경우 다음 스크린샷과 같이 베타를 하위 도메인 값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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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도메인 추가 또는 편집하기
앱에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한 후 기존 하위 도메인을 편집하거나 새 하위 도메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하위 도메인을 관리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을 선택한 다음 [도메인 관리] 를 선택합니다.
4. 도메인 관리 페이지에서 하위 도메인 관리를 선택합니다.
5. 도메인 편집에서 필요에 따라 기존 하위 도메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6. (선택 사항) 새 하위 도메인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선택합니다.
7.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Amazon Route 53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위한 자동 
하위 도메인 설정

앱이 Route 53의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되면 Amplify를 사용하면 새로 연결된 브랜치의 하위 
도메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브랜치를 연결하면 Amplify가 자동으로
dev.exampledomain.com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브랜치를 삭제하면 연결된 모든 하위 도메인이 자동으로 삭제
됩니다.

새로 연결된 브랜치에 자동 하위 도메인 생성을 설정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Route 53에서 관리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된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을 선택한 다음 [도메인 관리] 를 선택합니다.
4. 도메인 관리 페이지에서 하위 도메인 관리를 선택합니다.
5. 왼쪽 하단에 있는 하위 도메인 자동 감지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Note

이 기능은 루트 도메인 (예: exampledomain.com)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 이미 하위 
도메인인 경우 (예: dev.exampledomain.com) Amplify 콘솔에 이 확인란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위 도메인이 포함된 웹 미리 보기
위 지침에 따라 하위 도메인 자동 감지를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생성된 하위 도메인을 통해 앱의 풀 리퀘스트 
웹 미리보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풀 리퀘스트가 종료되면 연결된 브랜치 및 하위 도메인이 자동으로 삭제
됩니다. 풀 리퀘스트의 웹 미리 보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풀 리퀘스트를 위한 웹 미리 
보기 (p. 72).

사용자 지정 도메인 문제 해결
AWS Amplify콘솔에서 앱에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추가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섹션의 다음 주제를 참조
하세요.

주제
• CNAME 리졸빙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p. 37)
• 타사에서 호스팅한 도메인이 인증 보류 중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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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ME 리졸빙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 Amazon Route 53으로 호스팅된 도메인이 확인 보류 중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p. 38)
• CNAMEAlreadyExistsException 오류가 발생합니다. (p. 38)
• 추가 인증 필요 오류가 표시됩니다. (p. 39)
• CloudFront URL에 404 오류가 표시됩니다. (p. 39)

CNAME 리졸빙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1. 타사 도메인 공급업체를 통해 DNS 레코드를 업데이트한 후에는 dig와 같은 도구나 https:// 

www.whatsmydns.net/ 같은 무료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CNAME 레코드가 올바르게 확인되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whatsmydns.net을 사용하여 www.example.com 도메인의 CNAME 
레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 검색을 선택하면 whatsmydns.net이 CNAME에 대한 결과를 표시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CNAME이 
cloudfront.net URL로 올바르게 확인되는지 확인하는 결과 목록의 예입니다.

타사에서 호스팅한 도메인이 인증 보류 중 상태에서 멈
췄습니다.
1. 사용자 지정 도메인이 확인 보류 중 상태에서 멈춘 경우CNAME 레코드가 해결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이전 문제 해결 항목인 해결 방법 확인을 (p. 37) 참조하십시
오.CNAME

2. CNAME레코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도메인 공급업체의 DNS 설정에 해당CNAME 항목이 있는지 확인
하세요.

Important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생성하자마자CNAME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mplify 
콘솔에서 앱을 만든 후 몇 분마다CNAME 레코드를 확인하여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합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몇 시간마다 확인되므로 도메인 사용 준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앱을 만든 후 몇 시간 후에CNAME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했다면 앱이 인
증 보류 중 상태에서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 CNAME레코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했다면 DNS 공급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DNS 공급자에게 문
의하여 DNS 검증이CNAME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진단하거나 DNS를 Route 53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을 기존 도메인에 대한 DNS 서비스로 만들기를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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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확인 보류 중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Amazon Route 53으로 호스팅된 도메인이 확인 보류 
중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도메인을 Amazon Route 53으로 이전한 경우 도메인에 앱 생성 당시 Amplify에서 발급한 이름 서버와 다른 
이름 서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세요.

1. Amazon Route 53 콘솔에 로그인
2. 탐색 창에서 [Hosted zone (Hosted zone)] 을 선택한 다음 연결할 도메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호스팅 영역 세부 정보 섹션에서 네임 서버 값을 기록합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려면 이 값이 필요합니

다. Route 53 콘솔의 다음 스크린샷은 오른쪽 하단에 네임 서버 값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4. 탐색 창에서 등록된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등록된 도메인 섹션에 표시된 네임 서버가 이전 단계에서
Hosted Zone Details 섹션에서 기록한 네임 서버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호스
팅 영역의 값과 일치하도록 네임 서버 값을 편집하십시오. Route 53 콘솔의 다음 스크린샷은 오른쪽에 
이름 서버 값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5.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GitHub문제를 참조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 문제를 여세
요.

CNAMEAlreadyExistsException 오류가 발생합니다.
CNAMEAlreadyExistsException 오류가 발생하면 연결하려고 시도한 호스트 이름 중 하나 (하위 도메인 또는 
apex 도메인) 가 이미 다른 Amazon CloudFront 배포에 배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류의 원인을 진단하려
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세요.

1. Amazon CloudFront 콘솔에 로그인하여 이 도메인이 다른 배포에 배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에 단일CNAME 레코드를 CloudFront 배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배포에 도메인을 CloudFront 배포한 경우 해당 도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a. 왼쪽 탐색 메뉴에서 배포를 선택합니다.
b. 편집할 배포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c.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설정(settings)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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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증 필요 오류가 표시됩니다.

d. 대체 도메인 이름 (CNAME) 에서 도메인 이름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
다.

3. 이 도메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Amplify 앱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호스트 이름 중 하
나를 재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앱으로 www.example.com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연결 중인 앱
에서는 www.example.com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log.example.com과 같은 다른 하위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도메인이 다른 앱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가 지난 1시간 이내에 삭제된 경우 최소 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6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예외가 계속 표시되면 GitHub문제를 참조하고 아직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새 문제를 여세요.

추가 인증 필요 오류가 표시됩니다.
추가 검증 필요 오류가 표시되면AWS Certificate Manager (ACM) 에서 이 인증서 요청을 처리하려면 추가 정
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도메인이 Alexa Top 1000 웹 사이트 순위에 든 경우 사기 방지 조
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지원 센터를 사용하여 AWS Support에 문의하십시
오. 지원 계획이 없는 경우 ACM 토론 포럼에서 새 스레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Note

amazonaws.com, cloudfront.net 또는 elasticbeanstalk.com으로 끝나는 이름과 같이 Amazon 소유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인증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CloudFront URL에 404 오류가 표시됩니다.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Amplify 호스팅은 CNAME 레코드를 통해 CloudFront URL을 가리킵니다. 앱을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Amplify 콘솔은 앱의 CloudFront URL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 
CloudFront URL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액세스할 수는 없습니다. 404 오류를 반환합니다. 애플리
케이션은 Amplify 앱 URL (예: 또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www.example.com) 을 사용해서만 문제를 해결합니
다.https://main.d5udybEXAMPLE.amplifyapp.com

Amplify는 요청을 배포된 올바른 브랜치로 라우팅해야 하며 호스트 이름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앱의 메인라인 브랜치를 가리키는 도메인을www.example.com 구성하고 동일한 앱의 개발 브랜
치를dev.example.com 가리키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mplify가 요청을 적절히 라우팅할 수 있
도록 구성된 하위 도메인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방문해야 합니다.

39

https://github.com/aws-amplify/amplify-console/issues
http://aws.amazon.com/marketplace/pp/Amazon-Web-Services-Alexa-Top-Sites/B07QK2XWNV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http://forums.aws.amazon.com/forum.jspa?forumID=206


AWS Amplify호스팅 사용 설명서
빌드하합니다. YAML 구문

빌드 설정 구성
Amplify Hosting으로 앱을 배포하면 리포지토리의package.json 파일을 검사하여 프런트 엔드 프레임워크 
및 관련 빌드 설정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앱의 빌드 설정 저장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Amplify 콘솔에 빌드 설정 저장 - Amplify 콘솔은 빌드 설정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Amplify 콘솔을 통해 액세
스할 수 있도록 저장합니다. Amplify는 리포지토리에amplify.yml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설정을 모든 브랜치에 적용합니다.

• 리포지토리에 빌드 설정 저장 -amplify.yml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리포지토리의 루트에 추가합니다.

Amplify 콘솔에서 앱 설정, 빌드 설정을 선택하여 앱의 빌드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빌드 설정은 리포지
토리에amplify.yml 파일이 저장된 브랜치를 제외하고 앱의 모든 브랜치에 적용됩니다.

Note

빌드 설정은 앱이 연속 배포용으로 설정되고 git 리포지토리에 연결된 경우에만 Amplify 콘솔의 앱 
설정 메뉴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 대한 지침은 기존 코드로 시작하기를 (p. 3) 참조하
세요.

빌드하합니다. YAML 구문
빌드 사양 YAML에는 Amplify가 빌드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빌드 명령 및 관련 설정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YAML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version: 1
env: 
  variables: 
    key: value
back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post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cd react-app 
        - npm ci 
    build: 
      commands: 
        - npm run build 
  artifacts: 
    files: 
        - location 
        - location 
    discard-paths: yes 
    baseDirectory: location 
  c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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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hs: 
        - path 
        - path
test: 
  phases: 
    preTest: 
      commands: 
        - *enter command* 
    test: 
      commands: 
        - *enter command* 
    postTest: 
      commands: 
        - *enter command* 
  artifacts: 
    files: 
        - location 
        - location 
    configFilePath: *location* 
    baseDirectory: *location*

• 버전 - Amplify YAML 버전 번호를 나타냅니다.
• ApprooT - 이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저장소 내의 경로입니다. 여러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하지 않는 한 무시

됩니다.
• env - 이 섹션에 환경 변수를 추가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환경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backend - Amplify CLI 명령을 실행하여 백엔드 프로비저닝, Lambda 함수 업데이트 또는 GraphQL 스키마

를 연속 배포의 일환으로 수행합니다. 프런트엔드와 함께 백엔드 배포 (p. 9)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프런트엔드 - 프런트엔드 빌드 명령을 실행합니다.
• test - 테스트 단계에서 명령을 실행합니다. 앱에 테스트를 추가하는 (p. 75) 방법을 알아보세요.
• 프런트엔드, 백엔드 및 테스트에는 빌드의 각 시퀀스 중에 실행되는 명령을 나타내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 preBuild - preBuild 스크립트는 실제 빌드가 시작되기 전에 실행되지만 종속성을 설치한 후에 실행
됩니다.

• 빌드 - 사용자의 빌드 명령.
• postBuild - 사후 빌드 스크립트는 빌드가 종료되고 필요한 모든 결과물을 출력 디렉터리에 복사한 

후 실행됩니다.
• artifacts>base-directory - 빌드 결과물이 있는 디렉터리.
• artifacts>files - 배포하려는 결과물에서 파일을 지정합니다. **/*는 모든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 cache - buildspec의 cache 필드는 node_modules 폴더와 같은 빌드 시 종속성을 캐시하는 데 사용되며 고

객의 앱이 내장된 패키지 관리자 및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제안됩니다. 첫 번째 빌드에서는 여
기의 모든 경로가 캐시되고 후속 빌드에서는 캐시를 다시 확장하고 가능한 경우 캐시된 종속성을 사용하여 
빌드 시간을 단축합니다.

브랜치별 빌드 설정
배시 셸 스크립팅을 사용하여 브랜치별 빌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스크립트는 분기 
이름이 main인 경우 시스템 환경 변수 $AWS_BRANCH를 사용하여 한 세트의 명령을 실행하고 분기 이름이
dev인 경우 다른 명령 세트를 실행합니다.

frontend: 
  phases: 
    build: 
      commands: 
        - if [ "${AWS_BRANCH}" = "main" ]; then echo "main branch"; fi 
        - if [ "${AWS_BRANCH}" = "dev" ]; then echo "dev branch";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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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합니다. 하합니다.

하합니다. 하합니다.
모노리포지토리의 경우 사용자는 폴더에cd 들어가 빌드를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cd명령을 실행하면 
빌드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므로 별도의 단계에서 명령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version: 1
env: 
  variables: 
    key: value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cd react-app 
        - npm ci 
    build: 
      commands: 
        - npm run build

프런트 엔드와 함께 백엔드 배포
이amplifyPush 명령은 백엔드 배포를 도와주는 도우미 스크립트입니다. 아래의 빌드 설정은 현재 브랜치
에 대해 배포할 올바른 백엔드 환경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version: 1
env: 
  variables: 
    key: value
backend: 
  phases: 
    build: 
      commands: 
        - amplifyPush --simple

출력 폴더 설정
다음 빌드 설정에서는 출력 디렉터리를 퍼블릭 폴더로 설정합니다.

frontend: 
  phases: 
    commands: 
      build: 
        - yarn run build 
  artifacts: 
    baseDirectory: public

빌드의 일부로 패키지 설치
npm또는yarn 명령을 사용하여 빌드 중에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fron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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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s: 
    build: 
      commands: 
        - npm install -g pkg-foo 
        - pkg-foo deploy 
        - yarn run build 
  artifacts: 
    baseDirectory: public

비공개 npm 레지스트리 사용
빌드 설정에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참조를 추가하거나 환경 변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build: 
  phases: 
    preBuild: 
      commands: 
        - npm config set <key> <value> 
        - npm config set registry https://registry.npmjs.org 
        - npm config set always-auth true 
        - npm config set email hello@amplifyapp.com 
        - yarn install

OS 패키지 설치
종속성이 누락된 경우 OS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build: 
  phases: 
    preBuild: 
      commands: 
        - yum install -y <package>

모든 빌드에 대한 키-값 스토리지
는 빌드 시 키-값 스토리지를envCache 제공합니다. 에 저장된 값은 빌드 중에만 수정할 수 있으며 다음 빌드
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envCache 를 사용하여 배포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후속 빌드에서 
빌드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envCache 에 저장된 값과 달리 빌드 중 환경 변수에 대
한 변경 사항은 future 빌드에 지속되지 않습니다.envCache

사용 예:

envCache --set <key> <value>
envCache --get <key>

커밋을 위해 빌드 건너뛰기
특정 커밋에서 자동 빌드를 건너뛰려면 커밋 메시지 끝에 [skip-cd] 텍스트를 포함하세요. 현재 [skip-cd] 는 
GitHub Git 리포지토리에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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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빌드 사용 중지
모든 코드 커밋에서 자동 빌드를 비활성화하도록 Amplify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려면 앱 설정, 일반을
선택한 다음 연결된 브랜치를 나열하는 브랜치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브랜치를 선택한 다음 작업, auto 빌
드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해당 브랜치에 대한 추가 커밋은 더 이상 새 빌드를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빌드 및 배포 활성화 또는 비활
성화

Diff 기반 프론트엔드 빌드를 사용하도록 Amplify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경우 각 빌드를 시작할 때 
Amplify는 기본적으로 사용자appRoot 또는/src/ 폴더에서 diff를 실행하려고 시도합니다. Amplify에서 차
이점을 찾지 못하면 프런트엔드 빌드, 테스트 (구성된 경우) 및 배포 단계를 건너뛰고 호스팅된 앱을 업데이
트하지 않습니다.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빌드 및 배포를 구성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빌드를 구성하고 배포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환경 변수를 선택합니다.
4. 환경 변수 섹션에서 변수 관리를 선택합니다.
5. 환경 변수를 구성하는 절차는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빌드 및 배포를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빌드 및 배포를 활성화하려면

a. 변수 관리 섹션의 변수에 를 입력합니다AMPLIFY_DIFF_DEPLOY.
b. 값에 true을(를) 입력합니다.

•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빌드 및 배포를 비활성화하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변수 관리 섹션에서 를 찾습니다AMPLIFY_DIFF_DEPLOY. 값에 false을(를) 입력합니다.
• AMPLIFY_DIFF_DEPLOY환경 변수를 제거합니다.

선택적으로AMPLIFY_DIFF_DEPLOY_ROOT 환경 변수를 설정하여 리포지토리의 루트를 기준으로 한 경로
를 기본 경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dist.

diff 기반 백엔드 빌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AMPLIFY_DIFF_BACKEND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사용하도록 Amplify Hosting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활성화하면 각 빌드가 시작될 때 Amplify는 리포지토리
의amplify 폴더에서 diff를 실행하려고 시도합니다. Amplify가 차이점을 찾지 못하면 백엔드 빌드 단계를 
건너뛰고 백엔드 리소스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리포지토리에amplify 폴더가 없는 경우 
Amplify는AMPLIFY_DIFF_BACKEND 환경 변수의 값을 무시합니다.

현재 백엔드 단계의 빌드 설정에 사용자 지정 명령이 지정된 경우 조건부 백엔드 빌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지정 명령을 실행하려면 앱amplify.yml 파일의 빌드 설정의 프런트엔드 단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구성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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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구성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환경 변수를 선택합니다.
4. 환경 변수 섹션에서 변수 관리를 선택합니다.
5. 환경 변수를 구성하는 절차는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활성화하려면

a. 변수 관리 섹션의 변수에 를 입력합니다AMPLIFY_DIFF_BACKEND.
b. 값에 true을(를) 입력합니다.

•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비활성화하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변수 관리 섹션에서 를 찾습니다AMPLIFY_DIFF_BACKEND. 값에 false을(를) 입력합니

다.
• AMPLIFY_DIFF_BACKEND환경 변수를 제거합니다.

모노레포 빌드 설정
단일 리포지토리에 여러 프로젝트 또는 마이크로서비스를 저장하는 경우 이를 모노리포지토리라고 합니다. 
Amplify Hosting을 사용하면 여러 빌드 구성이나 분기 구성을 만들지 않고도 단일 저장소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Amplify 콘솔에서 모노리포지토리의 빌드 설정을 저장하거나amplify.yml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리포지토
리의 루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Amplify는 저장소에서amplify.yml 파일을 찾지 않는 한 콘솔에 저장된 
설정을 모든 브랜치에 적용합니다. amplify.yml파일이 있으면 해당 설정이 Amplify 콘솔에 저장된 모든 빌
드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모노레포 빌드 사양 YAML 구문
단일 리포지토리 빌드 사양의 YAML 구문은 단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된 리포지토리의 YAML 구문과 다릅
니다. 단일 저장소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각 프로젝트를 선언합니다. 모노레포 빌드 사양에 선언하는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프로트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저장소 내의 루트입니다. 이 키는 존재해야 하
며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와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환경 변수 설정에 대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 설정 (p. 47).

다음 모노레포 빌드 사양 예제는 동일한 리포지토리에서 여러 Amplify 애플리케이션을 선언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두 개의 앱react-app, 및angular-app 이applications 목록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각 앱
의appRoot 키는 앱이 리포지토리의apps 루트 폴더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version: 1
applications: 
  - appRoot: apps/react-app 
    env: 
      variables: 
        key: value 
    back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build: 
          com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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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ter command* 
        post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 *enter command* 
        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artifacts: 
        files: 
            - location 
            - location 
        discard-paths: yes 
        baseDirectory: location 
      cache: 
        paths: 
            - path 
            - path 
    test: 
      phases: 
        preTest: 
          commands: 
            - *enter command* 
        test: 
          commands: 
            - *enter command* 
        postTest: 
          commands: 
            - *enter command* 
      artifacts: 
        files: 
            - location 
            - location 
        configFilePath: *location* 
        baseDirectory: *location* 
  - appRoot: apps/angular-app 
    env: 
      variables: 
        key: value 
    back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post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frontend: 
      phases: 
        pre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 *enter command* 
        build: 
          commands: 
            - *enter command* 
      artifacts: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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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ation 
            - location 
        discard-paths: yes 
        baseDirectory: location 
      cache: 
        paths: 
            - path 
            - path 
    test: 
      phases: 
        preTest: 
          commands: 
            - *enter command* 
        test: 
          commands: 
            - *enter command* 
        postTest: 
          commands: 
            - *enter command* 
      artifacts: 
        files: 
            - location 
            - location 
        configFilePath: *location* 
        baseDirectory: *location* 
     

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 설정
모노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앱을 배포하는 경우 앱의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는 리포지토
리의 루트를 기준으로 앱 루트의 경로와 동일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app1app2, 및app3 를 포함
하는 루트ExampleMonorepo 폴더로 이름이 지정된apps 단일 저장소는 다음과 같은 디렉토리 구조를 가집
니다.

-ExampleMonorepo 
   -apps 
      -app1 
      -app2 
      -app3

이 예제에서 의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 값은app1 입니다apps/app1.

Amplify 콘솔을 사용하여 모노레포 앱을 배포하면 콘솔은 앱 루트 경로에 지정한 값을 사용하
여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모노레포 앱이 이미 Amplify
에 존재하거나 를 사용하여AWS CloudFormation 배포된 경우 Amplify 콘솔의 환경 변수 섹션에서 환경 변수
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AMPLIFY_MONOREPO_APP_ROOT

배포 중에 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를 자동
으로 설정하기
다음 지침은 Amplify 콘솔을 사용하여 모노레포 앱을 배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mplify는 콘솔에서 지정
한 앱의 루트 폴더를 사용하여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Amplify 콘솔을 사용하여 모노레포 앱을 배포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오른쪽 상단에서 새 앱, 웹 앱 호스팅을 선택합니다.
3. 웹 앱 호스팅 페이지에서 Git 공급자를 선택한 다음 계속을 선택합니다.
4. 리포지토리 추가 브랜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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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업데이트된 리포지토리 목록에서 리포지토리 이름을 선택합니다.
b. Branch의 경우 사용할 브랜치의 이름을 선택하합니다.
c. 모노레포 연결? 을 선택합니다. 폴더를 선택합니다.
d. 모노리포지토리에 앱 경로를 입력합니다 (예:)apps/app1.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빌드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을 사용하거나 앱의 빌드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스크린샷에서 Amplify는 리포지토리에서 빌드 설정에 사용할amplify.yml 파일을 감지합니다.
환경 변수 섹션에서 Amplify는 4d단계에서 지정한 경로를 사용하여 로AMPLIFY_MONOREPO_APP_ROOT
설정했습니다.apps/ap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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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검토 페이지에서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기존 앱의 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 설정
다음 지침에 따라 Amplify에 이미 배포되었거나 를 사용하여 만든 앱의AMPLIFY_MONOREPO_APP_ROOT 환
경 변수를 수동으로 설정하십시오 CloudFormation.

기존 앱의 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를 설정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환경 변수를 설정할 앱 이름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을 선택한 후 환경 변수를 선택합니다.
4. 환경 변수 페이지에서 변수 관리를 선택합니다.
5. 변수 관리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변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b. 변수에 키를 입력합니다AMPLIFY_MONOREPO_APP_ROOT.
c. Value에는 앱 경로 (예:) 를 입력합니다apps/app1.
d. Branch의 경우 기본적으로 Amplify는 환경 변수를 모든 브랜치에 적용합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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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브랜치 배포 및 팀 워크플로우
Amplify 호스팅은 기능 분기 및 GitFlow 워크플로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mplify는 개발자가 리
포지토리에 새 브랜치를 연결할 때마다 Git 브랜치를 활용하여 새 배포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브랜치를 연결
한 후 다음과 같이 브랜치를 추가하여 새 기능 브랜치 배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브랜치 목록 페이지에서 브랜치 연결을 선택합니다.
2. 리포지토리에서 브랜치를 선택합니다.
3. 앱을 저장한 후 배포합니다.

이제 앱의 두 가지 배포를 https://main.appid.amplifyapp.com 및 https://dev.appid.amplifyapp.com 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를 수 team-to-team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브랜치는 릴리스 코드를 트랙하고 프
로덕션 브랜치입니다. 개발 브랜치는 새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통합 브랜치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베타 테
스터는 기본 브랜치 배포의 프로덕션 최종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개발 브랜치 배포에서 출시되지 않
은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주제
• Amplify 백엔드 환경을 사용한 팀 워크플로 (p. 50)
• 패턴 기반 기능 브랜치 배포 (p. 58)
• Amplify 구성의 자동 빌드 타임 생성 (p. 60)
• 조건부 백엔드 빌드 (p. 61)
• 여러 앱에서 Amplify 백엔드 사용 (p. 61)

Amplify 백엔드 환경을 사용한 팀 워크플로
기능 브랜치 배포는 프런트엔드와 선택적 백엔드 환경으로 구성됩니다. 프런트엔드는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
트워크 (CDN) 에 구축 및 배포되며, 백엔드는 Amplify Studio 또는 Amplify CLI를 통해AWS 배포됩니다. 이 
배포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풀스택 연속 배포 시작하기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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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mplify 앱 전체에서 Amplify 백엔드 환경을 쉽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러 앱에서 
Amplify 백엔드 사용 (p. 61)을 참조하세요.

Amplify Hosting은 기능 분기 배포와 함께 GraphQL API 및 Lambda 함수와 같은 백엔드 리소스를 지속적으
로 배포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기 모델을 사용하여 Amplify Hosting으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배포할 수 있
습니다.

주제
• 기능 브랜치 워크플로 (p. 51)
• GitFlow 작업 흐름 (p. 56)
• 각 개발자의 샌드박스 (p. 56)

기능 브랜치 워크플로
• Amplify Studio 또는 Amplify CLI를 사용하여 프로덕션, 테스트 및 개발 백엔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프로덕션 백엔드를 메인 브랜치에 매핑합니다.
• 테스트 백엔드를 개발 브랜치에 매핑합니다.
• 팀 구성원은 개발 백엔드 환경을 사용하여 개별 기능 분기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 Amplify CLI를 설치하여 새 Amplify 프로젝트를 초기화합니다.

npm install -g @aws-amplify/cli

2. 프로젝트에 대해 prod 백엔드 환경을 초기화합니다.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create-react-app 또는 Gatsby
와 같은 부트스트랩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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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act-app next-unicorn
cd next-unicorn
amplify init 
 ? Do you want to use an existing environment? (Y/n): n 
 ? Enter a name for the environment: prod
...
amplify push

3. test 및 dev 백엔드 환경을 추가합니다.

amplify env add 
 ? Do you want to use an existing environment? (Y/n): n 
 ? Enter a name for the environment: test
...
amplify push

amplify env add 
 ? Do you want to use an existing environment? (Y/n): n 
 ? Enter a name for the environment: dev
...
amplify push

4. 원하는 Git 리포지토리로 코드를 푸시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main으로 푸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git commit -am 'Added dev, test, and prod environments'
git push origin main

5. 현재 백엔드 환경을AWS Management Console 보려면 의 Amplify를 방문하십시오. 이동 경로에서 한 단
계 위로 이동하면 백엔드 환경 탭에서 만든 모든 백엔드 환경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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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런트엔드 환경 탭으로 전환하고 리포지토리 제공자와 기본 브랜치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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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빌드 설정 화면에서 기존 백엔드 환경을 선택하여 기본 브랜치를 통한 지속적인 배포를 설정합니다. 드롭
다운에서 prod를 선택하고 Amplify에 서비스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빌드가 완료
되면 https://main.appid.amplifyapp.com 에서 기본 브랜치 배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Amplify에서 개발 브랜치를 Connect (이 시점에서 개발 브랜치와 메인 브랜치가 동일하다고 가정). test 백
엔드 환경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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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제 Amplify가 설정되었습니다. 기능 브랜치에서 새 기능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컬 워크
스테이션에서 dev 백엔드 환경을 사용하여 백엔드 기능을 추가합니다.

git checkout -b newinternet
amplify env checkout dev
amplify add api
...
amplify push

10.기능에 대한 작업을 종료한 후 코드를 커밋하고 풀 요청을 생성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합니다.

git commit -am 'Decentralized internet v0.1'
git push origin newinternet

11.변경 사항이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보려면 Amplify 콘솔로 이동하여 기능 브랜치를 연결하세요. 참고: 시스
템에 Amplify CLI가AWS CLI 설치되어 있는 경우 터미널에서 직접 브랜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
케이션 설정 > 일반 > AppARN: arn:aws:amplify:<region>:<region>:apps/<appid>으로 이동하여 appid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ws amplify create-branch --app-id <appid> --branch-name <branchname>
aws amplify start-job --app-id <appid> --branch-name <branchname> --job-type RELEASE

12.https://newinternet.appid.amplifyapp.com에 액세스하여 기능을 팀 메이트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이 순조로워 보이면 PR을 개발 브랜치에 병합합니다.

git checkout develop
git merge newinternet
git push

13.이로써 Amplify의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업데이트하는 빌드가 https://dev.appid.amplifyapp.com 브랜치 
배포를 통해 시작됩니다. 내부 이해관계자가 새 기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링크를 내부 이해관계자와 공
유할 수 있습니다.

14.Git에서 기능 브랜치를 삭제하고 Amplify에서 백엔드 환경을 제거합니다 ('amplify env checkout prod'를 실
행하고 'amplify env add'를 실행하여 언제든지 새 환경을 만들 수 있음).

55



AWS Amplify호스팅 사용 설명서
GitFlow 작업 흐름

git push origin --delete newinternet
aws amplify delete-branch --app-id <appid> --branch-name <branchname>
amplify env remove dev

GitFlow 작업 흐름
GitFlow 는 두 개의 브랜치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기록을 기록합니다. 기본 브랜치는 릴리스 코드만 추적하고
개발 브랜치는 새 기능의 통합 브랜치로 사용됩니다. GitFlow 완료된 작업에서 신규 개발을 분리하여 parallel 
개발을 단순화합니다. 새로운 개발(예: 기능 및 비정기적인 버그 수정)은 기능 브랜치에서 수행됩니다. 개발
자가 코드를 릴리스할 준비가 완료되면 기능 브랜치는 통합 개발 브랜치로 병합됩니다. 메인 브랜치에 대한 
유일한 커밋은 릴리스 브랜치와 핫픽스 브랜치에서의 병합입니다 (긴급 버그 수정).

아래 다이어그램은 를 사용한 권장 설정을 보여줍니다 GitFlow. 위의 기능 브랜치 워크플로우 섹션에서 설명
된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각 개발자의 샌드박스
• 팀의 각 개발자는 자신의 로컬 컴퓨터와 별도로 클라우드에 샌드박스 환경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다른 팀 구성원의 변경 내용을 덮어쓰지 않고 서로 격리된 상태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Amplify의 각 브랜치에는 자체 백엔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Amplify는 팀의 개발자가 로컬 컴퓨터에서 백

엔드 또는 프런트 엔드를 프로덕션 환경으로 수동으로 푸시하는 대신 Git 리포지토리를 변경 사항을 배포
할 단일 정보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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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plify CLI를 설치하여 새 Amplify 프로젝트를 초기화합니다.

npm install -g @aws-amplify/cli

2. 프로젝트의 메리 백엔드 환경을 초기화하세요.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 create-react-app 또는 Gatsby와 같
은 부트스트랩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cd next-unicorn
amplify init 
 ? Do you want to use an existing environment? (Y/n): n 
 ? Enter a name for the environment: mary
...
amplify push

3. 원하는 Git 리포지토리로 코드를 푸시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main으로 푸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git commit -am 'Added mary sandbox'
git push origin main

4. 리포지토리 > 메인을 Amplify에 Connect.
5. Amplify 콘솔은 Amplify CLI에서 생성한 백엔드 환경을 감지합니다. 드롭다운에서 새 환경 생성을 선

택하고 Amplify에 서비스 역할을 부여합니다.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https://
main.appid.amplifyapp.com 에서 브랜치에 연결된 새 백엔드 환경과 함께 기본 브랜치를 배포할 수 있습
니다.

6. Amplify에서 개발 브랜치를 Connect (지금은 개발 브랜치와 메인 브랜치가 동일하다고 가정) 새 환경 만들
기를 선택합니다. 빌드가 완료된 후 https://develop.appid.amplifyapp.com에서 사용 가능한 개발 브랜치 
배포를 받게 되고 새 백엔드 환경은 브랜치에 연결됩니다.

패턴 기반 기능 브랜치 배포
패턴 기반 브랜치 배포를 사용하면 특정 패턴과 일치하는 브랜치를 Amplify에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릴리스에 기능 브랜치 또는 GitFlow 워크플로를 사용하는 제품 팀은 이제 '릴리스**'와 같은 패턴을 정의하여 
'릴리스'로 시작하는 Git 브랜치를 공유 가능한 URL에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팀 워크플로우가 다른 이러한 기능의 사용을 설명합니다.

1. 애플리케이션 설정 > 일반 > 편집을 선택합니다.
2. 브랜치 자동 감지 스위치를 활성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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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치를 자동으로 배포하기 위한 패턴을 정의합니다.
• *— 리포지토리의 모든 브랜치를 배포합니다.
• release*'— 'release'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브랜치를 배포합니다.
• release*/— 'release /'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브랜치를 배포합니다.
• 쉼표로 구분된 목록에 여러 패턴을 지정합니다. 예: release*, feature*.

2. 브랜치 자동 감지 - 액세스 제어를 활성으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생성되는 모든 브랜치에 대해 자동 암호 
보호를 설정합니다.

3. 백엔드로 빌드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새 환경을 생성하거나 기존 백엔드에 대해 모든 브랜치를 가리키도
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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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된 앱을 위한 패턴 기반 기능 
분기 배포
Amazon Route 53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된 앱에 패턴 기반 기능 분기 배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패턴 기반 기능 브랜치 배포를 설정하는 지침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mazon Route 53 사용자 지정 도메인
을 위한 자동 하위 도메인 설정 (p. 36)

• Route 53에서 관리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Amplify 앱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
오.Amazon Route 53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 추가 (p. 29)

• Route 53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이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plify 구성의 자동 빌드 타임 생성
Amplify는 Amplify 구성aws-exports.js 파일의 자동 빌드 시간 생성을 지원합니다. 풀스택 CI/CD 배포를 
끄면 앱에서aws-exports.js 파일을 자동 생성하고 빌드 시 백엔드가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
다.

빌드aws-exports.js 시 자동 생성하기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편집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호스팅 환경 탭을 선택합니다.
4. 편집할 브랜치를 찾아 편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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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백엔드 편집 페이지에서 전체 스택 연속 배포 (CI/CD) 활성화를 선택 취소하여 이 백엔드에 대한 전
체 스택 CI/CD를 끕니다.

6. 기존 서비스 역할을 선택하여 Amplify에 앱 백엔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비스 역
할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역할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역
할 추가 (p. 105)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7. 저장을 선택합니다. Amplify는 다음에 앱을 구축할 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조건부 백엔드 빌드
Amplify는 앱의 모든 브랜치에서 조건부 백엔드 빌드를 지원합니다. 조건부 백엔드 빌드를 구성하려
면AMPLIFY_DIFF_BACKEND 환경 변수를 로 설정합니다true. 조건부 백엔드 빌드를 활성화하면 프론트엔
드에만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빌드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활성화하면 각 빌드가 시작될 때 Amplify는 리포지토리의amplify 폴더에
서 diff를 실행하려고 시도합니다. Amplify가 차이점을 찾지 못하면 백엔드 빌드 단계를 건너뛰고 백엔
드 리소스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리포지토리에amplify 폴더가 없는 경우 Amplify
는AMPLIFY_DIFF_BACKEND 환경 변수의 값을 무시합니다. AMPLIFY_DIFF_BACKEND환경 변수 설정에 대
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diff 기반 백엔드 빌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p. 44).

현재 백엔드 단계의 빌드 설정에 사용자 지정 명령이 지정된 경우 조건부 백엔드 빌드가 작동하지 않습니
다. 이러한 사용자 지정 명령을 실행하려면 앱amplify.yml 파일의 빌드 설정의 프런트엔드 단계로 이동
해야 합니다. amplify.yml파일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빌드하합니다. YAML 구
문 (p. 40).

여러 앱에서 Amplify 백엔드 사용
Amplify를 사용하면 지정된 지역의 모든 앱에서 기존 백엔드 환경을 쉽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앱을 만
들거나, 새 브랜치를 기존 앱에 연결하거나, 다른 백엔드 환경을 가리키도록 기존 프론트엔드를 업데이트할 
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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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앱 생성 시 백엔드 재사용
새 Amplify 앱을 만들 때 백엔드를 재사용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이 예제에 사용할 새 백엔드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탐색 창에서 모든 앱을 선택합니다.
b. 새 앱, 앱 백엔드 생성을 선택합니다.
c.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Example-Amplify-App.
d. 배포 확인을 선택합니다.

3. 프런트엔드를 새 백엔드에 연결하려면 프런트엔드 환경 탭을 선택합니다.
4. git 공급자를 선택한 다음 Connect 브랜치를 선택합니다.
5. 리포지토리 분기 추가 페이지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리포지토리에 대해 리포지토리 이름을 선택합니다.

Branch의 경우 리포지토리에서 연결할 브랜치를 선택합니다.
6. 빌드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앱 이름에서 백엔드 환경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앱을 선택합니다. 현재 앱 또는 현재 지역의 다른 앱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Environment에서 추가할 백엔드 환경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기존 환경을 사용하거나 새 애플리케
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 기존 서비스 역할을 선택하여 Amplify에 앱 백엔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서비
스 역할을 생성해야 하는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역할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역할 추가 (p. 105)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d. 기본적으로 풀스택 CI/CD가 활성화됩니다. 이 백엔드의 풀스택 CI/CD를 끄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
소하십시오. 풀스택 CI/CD를 끄면 앱이 풀 전용 모드로 실행됩니다. 빌드 시 Amplify는 백엔드 환경
을 수정하지 않고aws-exports.js 파일만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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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브랜치를 기존 앱에 연결할 때 백엔드 재사용
브랜치를 기존 Amplify 앱에 연결할 때 백엔드를 재사용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새 브랜치를 연결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일반을 선택합니다.
4. 브랜치 섹션에서 브랜치 Connect 선택합니다.
5. 리포지토리 브랜치 추가 페이지에서 Branch의 경우 연결할 리포지토리의 브랜치를 선택합니다.
6. 앱 이름에서 백엔드 환경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앱을 선택합니다. 현재 앱 또는 현재 지역의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Environment에서 추가할 백엔드 환경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기존 환경을 사용하거나 새 애플리케이션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8. Amplify에 앱 백엔드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서비스 역할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콘솔

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서비스 역할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역할 
추가 (p. 105)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9. 기본적으로 풀스택 CI/CD가 활성화됩니다. 이 백엔드의 풀스택 CI/CD를 끄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하
십시오. 풀스택 CI/CD를 끄면 앱이 풀 전용 모드로 실행됩니다. 빌드 시 Amplify는 백엔드 환경을 수정하
지 않고aws-exports.js 파일만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10.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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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다른 백엔드를 가리키도록 기존 프론트엔드를 편집합
니다.
다른 백엔드를 가리키도록 프런트엔드 Amplify 앱을 편집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백엔드를 편집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프런트엔드 환경 탭을 선택합니다.
4. 편집할 브랜치를 찾아 편집을 선택합니다.

5. 대상 백엔드 편집 페이지에서 앱 이름에서 백엔드 환경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앱을 선택합니다. 현재 앱 
또는 현재 지역의 다른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Environment에서 추가할 백엔드 환경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7. 기본적으로 풀스택 CI/CD가 활성화됩니다. 이 백엔드의 풀스택 CI/CD를 끄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하

십시오. 풀스택 CI/CD를 끄면 앱이 풀 전용 모드로 실행됩니다. 빌드 시 Amplify는 백엔드 환경을 수정하
지 않고aws-exports.js 파일만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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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장을 선택합니다. Amplify는 다음에 앱을 구축할 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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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배포
수동 배포를 사용하면 Git 공급자를 연결하지 않고도 Amplify Hosting으로 웹 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데스
크탑에서 폴더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몇 초 만에 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또는 Amazon S3 버킷의 자
산을 참조하거나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의 공개 URL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경우 새 자산이 업로드될 때마다 사이트를 업데이트하도록AWS Lambda 트리거를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Dropbox 또는 데스크톱에 저장된 파일을
AWS Amplify 콘솔에 배포하기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Amplify Hosting은 서버 측 렌더링 (SSR) 앱에 대한 수동 배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plify 
호스팅을 사용하여 서버 측 렌더링 앱을 배포하세요 (p. 13)을 참조하세요.

드래그 앤 드롭 수동 배포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하여 앱을 수동으로 배포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웹 앱 호스팅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Amplify 홈페이지에서 시작하는지 아니면 모든 앱 페이지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Amplify 홈페이지에서

a.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b. 전달 섹션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 모든 앱 페이지에서

•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새 앱, 웹 앱 호스팅을 선택합니다.
3. 웹 앱 호스팅 페이지에서 Git 공급자 없이 배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ontinue(계속)를 선택합니다.
4. 수동 배포 시작 섹션에서 앱 이름에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환경 이름에는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이름 (예:development 또는) 을 입력합니다production.
6. 방법에서 드래그 앤 드롭을 선택합니다.
7. 데스크탑에서 드롭 존으로 파일을 끌어다 놓거나 파일 선택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선택하는 파일은 사이트의 루트가 포함된 폴더 또는 zip 파일일 수 있습니다.
8.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Amazon S3 또는 URL 수동 배포
Amazon S3 또는 공개 URL에서 앱을 수동으로 배포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페이지 상단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3. 전달 섹션에서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4. 웹 앱 호스팅 페이지에서 Git 공급자 없이 배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ontinue(계속)를 선택합니다.
5. 수동 배포 시작 섹션에서 앱 이름에 앱 이름을 입력합니다.
6. 환경 이름에는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이름 (예:development 또는) 을 입력합니다production.
7. 방법에서 Amazon S3 또는 임의의 URL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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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일 업로드 절차는 업로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Amazon S3

a. 버킷에 대해 목록에서 Amazon S3 버킷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버킷에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S3 버킷 액세스 문제 해결 (p. 67)을 
참조하세요.

b. Zip 파일의 경우 배포할 zip 파일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 모든 URL

• 리소스 URL에 배포할 압축 파일의 URL을 입력합니다.
9.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Note

zip 폴더를 만들 때는 최상위 폴더가 아닌 빌드 출력의 콘텐츠를 압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드 
출력에서 'build' 또는 'public'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면 먼저 해당 폴더로 이동하여 모든 콘텐
츠를 선택한 다음 압축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루트 디렉터리가 제대로 초기화되지 않
기 때문에 “액세스 거부” 오류가 표시됩니다.

Amazon S3 버킷 액세스 문제 해결
S3 버킷을 만들 때 Amazon S3 객체 소유권 설정을 사용하여 버킷에 대한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을 활성화
할지 비활성화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Amazon S3 버킷에서 Amplify로 앱을 수동으로 배포하려면 버킷에서 
ACL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mazon S3 버킷에서 배포할 때AccessControlList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ACL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버킷이 생성되었으므로 Amazon S3 콘솔에서 ACL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침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기존 버킷에 대한 객체 소유권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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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이 투 앰플리파이 버튼
Deploy to Amplify Console 버튼을 사용하면 GitHub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또는 팀 내에서 공유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은 버튼 이미지입니다.

리포지토리 또는 블로그에 'Amplify 콘솔에 배포' 버
튼 추가

이 버튼을 GitHub README.md 파일, 블로그 게시물 또는 HTML을 렌더링하는 기타 마크업 페이지에 추가
하세요. 버튼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1. SVG 이미지: https://oneclick.amplifyapp.com/button.svg
2. GitHub 리포지토리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Amplify 콘솔 URL. 리포지토리 URL만 복사 (예:https://

github.com/username/repository) 하거나 특정 폴더로 딥링크를 제공하세요 (예:https://
github.com/username/repository/tree/branchname/folder). Amplify 호스팅은 리포지토리
에 기본 브랜치를 배포합니다. 앱을 연결한 후에 추가 브랜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파일 (예: GitHub README.md) 에 버튼을 추가하려면 리포지토리 이름으로https://
github.com/username/repository 바꾸십시오.

[![amplifybutton](https://oneclick.amplifyapp.com/button.svg)](https://
console.aws.amazon.com/amplify/home#/deploy?repo=https://github.com/username/repository)

HTML 문서에 버튼을 추가하려면 다음 html 예제를 사용하십시오.

<a href="https://console.aws.amazon.com/amplify/home#/deploy?repo=https://github.com/
username/repository"> 
    <img src="https://oneclick.amplifyapp.com/button.svg" alt="Deploy to Amplify Consol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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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배포를 위한 Amplify GitHub 앱 설치 및 권한 부여

GitHub리포지토리에 대한 Amplify 액
세스 설정

Amplify는 이제 GitHub 앱 기능을 사용하여 GitHub 리포지토리에 대한 Amplify의 읽기 전용 액세스를 승인합
니다. Amplify GitHub 앱을 사용하면 권한이 더욱 세밀하게 조정되므로 지정한 리포지토리에만 Amplify에 액
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GitHub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GitHub 웹 사이트의  GitHub 앱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GitHub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새 앱을 연결하면 기본적으로 Amplify는 GitHub 앱을 사용하여 리포지토리에 
액세스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연결한 기존 Amplify 앱은 OAuth를 사용하여 액세스합
니다. CI/CD는 이러한 앱에서 계속 작동하지만 새 Amplify GitHub 앱을 사용하도록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Amplify 콘솔을 사용하여 새 앱을 배포하거나 기존 앱을 마이그레이션하면 Amplify GitHub 앱의 설치 위치
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앱의 설치 랜딩 페이지에 수동으로 액세스하려면 웹 브라우저를 열고 지역별로 
앱을 탐색하십시오. 형식을 사용하여https://github.com/apps/aws-amplify-REGION REGION을 
Amplify 앱을 배포할 #### 대체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오레곤) 리전에 GitHub Acpleration을 설치하
려면 https://github.com/apps/aws-amplify-us-west -2로 이동하십시오.

주제
• 새 배포를 위한 Amplify GitHub 앱 설치 및 권한 부여 (p. 69)
• 기존OAuth 앱을 Amplify GitHub 앱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p. 70)
• AWS CloudFormation, CLI 및 SDK 배포를 위한 Amplify GitHub 앱 설정 (p. 70)
• Amplify GitHub 앱으로 웹 미리 보기 설정하기 (p. 71)

새 배포를 위한 Amplify GitHub 앱 설치 및 권한 부여
GitHub 리포지토리의 기존 코드를 사용하여 Amplify에 새 앱을 배포하는 경우 다음 지침에 따라 GitHub 앱을 
설치하고 승인하세요.

Amplify GitHub 앱을 설치하고 승인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모든 앱 페이지에서 새 앱을 선택한 다음 웹 앱 호스팅을 선택합니다.
3. Amplify 호스팅 시작하기 페이지에서 선택한 GitHub다음 계속을 선택합니다.
4. GitHub 리포지토리를 처음 연결하는 GitHub 경우는.com의 브라우저에 새 페이지가 열리고AWS 

Amplify GitHub 계정에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합니다. [Authorize]를 선택합니다.
5. 다음으로 GitHub 계정에 Amplify GitHub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AWS AmplifyGitHub.com에서 GitHub 

계정 설치 및 승인 권한을 요청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6. GitHub Acplify GitHub 앱을 설치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7.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모든 리포지토리에 설치를 적용하려면 모든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특정 리포지토리로 설치를 제한하려면 선택한 리포지토리만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포지

토리에 마이그레이션하려는 앱의 리포지토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8. 설치 및 승인을 선택합니다.
9. Amplify 콘솔에서 앱의 리포지토리 추가 분기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10. 최근 업데이트된 리포지토리 목록에서 연결할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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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OAuth 앱을 Amplify GitHub 앱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11. 브랜치 목록에서 연결할 리포지토리 브랜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12.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13. 빌드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14. 검토 페이지에서 저장 및 배포를 선택합니다.

기존OAuth 앱을 Amplify GitHub 앱으로 마이그레이
션하기

이전에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연결한 기존 Amplify 앱은 리포지토리 액세스에 OAuth를 사용합니다. 
Acmplify GitHub 앱을 사용하려면 이러한 앱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지침에 따라 앱을 마이그레이션하고 GitHub 계정에서 해당 OAuth 웹후크를 삭제하세요. 마이그레이션 
절차는 Amplify GitHub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앱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앱을 설치 및 승인한 후에는 후속 GitHub 앱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리포지토리 권한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앱을 OAuth에서 앱으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GitHub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마이그레이션할 앱을 선택합니다.
3. 앱 정보 페이지에서 파란색 Migrate to GitHub App 메시지를 찾아 마이그레이션 시작을 선택합니다.
4. 앱 설치 및 승인 페이지에서 GitHub GitHub 앱 구성을 선택합니다.
5. GitHub.com의 브라우저에 새 페이지가 열리고 GitHub 계정 승인 권한을AWS Amplify 요청합니다. 

[Authorize]를 선택합니다.
6. GitHub Acplify GitHub 앱을 설치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7.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모든 리포지토리에 설치를 적용하려면 모든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특정 리포지토리로 설치를 제한하려면 선택한 리포지토리만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포지

토리에 마이그레이션하는 앱의 리포지토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8. 설치 및 승인을 선택합니다.
9. Amplify 콘솔에서  GitHub 앱의 앱 설치 및 승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GitHub 승인에 성공하면 성

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선택, 다음.
10. 설치 완료 페이지에서 설치 완료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는 기존 웹후크를 삭제하고 새 웹후크를 생성한 

다음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합니다.

AWS CloudFormation, CLI 및 SDK 배포를 위한 
Amplify GitHub 앱 설정

이전에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연결한 기존 Amplify 앱은 리포지토리 액세스에 OAuth를 사용합니다. 
Acmplify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또는 SDK를 사용하여 배포한 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AWS 
CloudFormation 새 Acmplify GitHub 앱을 사용하려면 이러한 앱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그
레이션은 의 Amplify 콘솔에서 수행해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지침은 기존OAuth 앱을 Amplify 
GitHub 앱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p. 70) 섹션을 참조하세요.

Amplify CLI 및 SDK를 사용하여AWS CloudFormation 리포지토리 액세스에 앱을 사용하는 새 Amplify 
GitHub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먼저 GitHub 계정에 Amplify GitHub 앱을 설치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GitHub 계정에서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생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앱을 배포하고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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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GitHub 앱으로 웹 미리 보기 설정하기

계정에 Amplify GitHub 앱을 설치하세요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앱을 배포할AWS 지역의 Amplify GitHub 앱 설치 위치로 이동합니다.

https://github.com/apps/aws-amplify-REGION/installations/newREGION을 사용자가 
입력한 #### 대체하여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 서부 (오레곤) 리전에 앱을 설치하는 경우 
를 지정합니다https://github.com/apps/aws-amplify-us-west-2/installations/new.

2. GitHub Acplify GitHub 앱을 설치할 계정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모든 리포지토리에 설치를 적용하려면 모든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특정 리포지토리로 설치를 제한하려면 선택한 리포지토리만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포지

토리에 마이그레이션하려는 앱의 리포지토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4. [Install]을 선택합니다.

GitHub 계정에서 개인용 액세스 토큰 생성

1. GitHub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필 사진을 찾은 다음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왼쪽 탐색 메뉴에서 [개발자 설정을 선택합니다.
4. GitHub 앱 페이지의 왼쪽 탐색 메뉴에서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선택합니다.
5. 개인용 액세스 토큰 페이지에서 새 토큰 생성을 선택합니다.
6. 새 개인용 액세스 토큰 페이지에서 Note에 토큰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범위 선택 섹션에서 admin:repo_hook을 선택합니다.
8. 토큰 생성을 선택합니다.
9.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복사하고 저장합니다. CLI 또는 SDK와 함께 Amplify 앱을 배포할 때 이를 제공해

야 합니다.AWS CloudFormation

Amplify GitHub 앱을 GitHub 계정에 설치하고 개인 액세스 토큰을 생성한 후에는 Amplify CLI 또는 SDK를 
사용하여 새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AWS CloudFormation accessToken필드를 사용하여 이전 절차에
서 생성한 개인 액세스 토큰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plify API 레퍼런스 및 AWS::Amplify::AppAWS 
CloudFormation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reateApp.

다음 CLI 명령은 리포지토리 액세스에 앱을 사용하는 새 Amplify GitHub 앱을 배포합니다. https://
github.com/Myaccount/react-app 및 MY_TOKEN# 자신의 정보로 myapp-using-githubapp바꾸십
시오.

aws amplify create-app --name myapp-using-githubapp --repository https://github.com/
Myaccount/react-app --access-token MY_TOKEN
   
  

Amplify GitHub 앱으로 웹 미리 보기 설정하기
웹 미리보기는 GitHub 리포지토리에 대한 모든 PR (pull request) 을 고유한 미리 보기 URL에 배포합니다. 이
제 미리보기에서 Amplify GitHub 앱을 사용하여 GitHub 리포지토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 미리 보기용 
GitHub 앱 설치 및 권한 부여에 대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웹 미리 보기 활성화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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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리퀘스트를 위한 웹 미리 보기
웹 미리보기는 개발 및 품질 보증 (QA) 팀이 코드를 프로덕션 또는 통합 브랜치에 병합하기 전에 풀 리퀘스트 
(PR) 의 변경 사항을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풀 리퀘스트를 사용하면 저장소의 브랜치에 푸시한 
변경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풀 리퀘스트가 열리면 공동 작업자와 잠재적 변경 사항을 논의 
및 검토하고 변경 사항이 기본 브랜치에 병합되기 전에 후속 커밋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현재 Amplify의 프리뷰 브랜치는 GitLab BitBucket, 를 지원하지만 모든 기능이AWS CodeCommit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GitHub. AWS_PULL_REQUEST_ID환경 변수는 저장소 GitHub 공급자로 사용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미리보기는 리포지토리에 대한 모든 풀 리퀘스트를 기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URL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
한 미리 보기 URL에 배포합니다. Amplify CLI 또는 Amplify Studio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된 백엔드 환경이 
있는 앱의 경우 모든 풀 리퀘스트 (프라이빗 Git 리포지토리만 해당) 가 임시 백엔드를 가동하여 PR이 종료되
면 삭제됩니다.

Important

보안을 위해 비공개 리포지토리가 있는 모든 앱에서 웹 미리 보기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공용 리포
지토리가 있는 모든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it 리포지토리가 퍼블릭인 경우 IAM 서비스 역
할이 필요하지 않은 앱에 대해서만 미리 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엔드가 있는 앱과WEB_COMPUTE 호스팅 플랫폼에 배포된 앱에는 IAM 서비스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장소가 공용인 경우 이러한 유형의 앱에 대해 웹 미리 보기를 활성화할 수 없
습니다.
Amplify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여 제3자가 앱의 IAM 역할 권한을 사용하여 실행되는 임의 코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웹 미리 보기 활성화
GitHub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앱의 경우 미리보기는 Amplify GitHub 앱을 사용하여 리포지토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OAuth를 사용하여 GitHub 저장소에서 배포한 기존 Amplify 앱에서 액세스를 위해 웹 미
리 보기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Amplify 앱을 사용하도록 GitHub 앱을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마이그레이
션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기존OAuth 앱을 Amplify GitHub 앱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 (p. 70).

풀 리퀘스트의 웹 미리 보기를 활성화하려면

1. 앱 설정, 미리보기를 선택한 다음 미리 보기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Note

앱이 연속 배포용으로 설정되고 git 리포지토리에 연결된 경우에만 앱 설정 메뉴에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 대한 지침은 기존 코드로 시작하기를 (p. 3)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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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itHub 리포지토리의 경우에만 다음을 수행하여 계정에 Amplify GitHub 앱을 설치하고 승인하세요.

a. 미리 보기를 활성화하려면 GitHub 앱 설치 창에서  GitHub 앱 설치를 선택합니다.
b. Amplify GitHub 앱을 구성하려는 GitHub 계정을 선택합니다.
c. GitHub.com에서 계정에 대한 리포지토리 권한을 구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d.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모든 리포지토리에 설치를 적용하려면 모든 리포지토리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특정 리포지토리로 설치를 제한하려면 선택한 리포지토리만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

포지토리에 웹 미리보기를 활성화하려는 앱의 리포지토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e. 저장을 선택합니다.

3. 리포지토리의 미리보기를 활성화한 후 Amplify 콘솔로 돌아가 특정 브랜치에 대한 미리보기를 활성화하
세요. 미리 보기 페이지의 목록에서 브랜치를 선택하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4. 브랜치 미리 보기 설정 관리 창에서 풀 리퀘스트 미리보기를 켜십시오.
5.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모든 Pull Request에 대해 새 백엔드 환경을 선택하고 생성하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프로덕션
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 사항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이 브랜치에 대한 모든 풀 리퀘스트를 기존 환경으로 가리키기를 선택합니다.
6. 확인(Confirm)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브랜치에 대한 풀 리퀘스트를 제출하면 Amplify는 PR을 빌드하여 프리뷰 URL에 배포합니다.

GitHub 리포지토리의 경우에만 GitHub 계정의 pull 요청에서 직접 URL 미리보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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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리퀘스트가 종료되면 프리뷰 URL이 삭제되고 풀 리퀘스트에 연결된 모든 임시 백엔드 환경이 삭제됩니
다.

하위 도메인을 통한 웹 미리 보기 액세스
Amazon Route 53에서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도메인에 연결된 Amplify 앱의 하위 도메인을 통해 풀 리퀘스트
의 웹 미리보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풀 리퀘스트가 닫히면 풀 리퀘스트와 관련된 브랜치 및 하위 도메인
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는 앱의 패턴 기반 기능 분기 배포를 설정한 후 웹 미리보기의 기본 동작입니다. 
자동 하위 를 설정하는 지침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mazon Route 53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위한 자동 하위 도
메인 설정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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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앱에 end-to-end Cypress 테
스트를 추가하세요

Amplify 앱의 테스트 단계에서 end-to-end (E2E) 테스트를 실행하여 코드를 프로덕션 환경으로 푸시하기 전
에 회귀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는 빌드 사양 YML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빌드 중에는 
Cypress 테스트 프레임워크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습서: Cypress를 사용한 end-to-end 테스트 설정
Cypress는 브라우저에서 E2E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JavaScript 기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는 E2E 테스트를 처음부터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기존 Amplify 앱에 테스트 추가
테스트 단계를 사용하여 빌드 시 모든 테스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2E 테스트의 경우 Amplify 
Hosting은 Cypress와의 긴밀한 통합을 제공하여 테스트용 UI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앱에 
Cypress 테스트를 추가하려면amplify.yml 빌드 설정을 다음 값으로 업데이트하세요.

test: 
  phases: 
    preTest: 
      commands: 
        - npm ci 
        - npm install -g pm2 
        - npm install -g wait-on 
        - npm install mocha mochawesome mochawesome-merge mochawesome-report-generator 
        - pm2 start npm -- start 
        - wait-on http://localhost:3000 
    test: 
      commands: 
        - 'npx cypress run --reporter mochawesome --reporter-options "reportDir=cypress/
report/mochawesome-report,overwrite=false,html=false,json=true,timestamp=mmddyyyy_HHMMss"' 
    postTest: 
      commands: 
        - npx mochawesome-merge cypress/report/mochawesome-report/mochawesome*.json > 
 cypress/report/mochawesome.json 
        - pm2 kill 
  artifacts: 
    baseDirectory: cypress 
    configFilePath: '**/mochawesome.json' 
    files: 
      - '**/*.png' 
      - '**/*.mp4'

• 사전 테스트 - Cypress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속성을 설치합니다. Amplify Hosting은
mochaawome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생성하여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고 빌드 중에 localhost 서버가 설정되
기를 기다립니다.

• 테스트 - cypress 명령을 실행하여 mochawesome 사용하여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PostTest - 아주 멋진 보고서는 출력 JSON에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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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팩트>기본 디렉터리 - 테스트가 실행되는 디렉터리입니다.
• artifacts>configFilePath - 생성된 테스트 보고서 데이터입니다.
• 아티팩트>파일 - 생성된 아티팩트 (스크린샷 및 비디오)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비활성화
amplify.yml빌드 설정에 “test” 구성이 추가되면 모든 빌드의 모든 브랜치에서 테스트 단계가 실행됩니다. 
테스트 실행을 전체적으로 비활성화하거나 특정 브랜치에 대한 테스트만 실행하려는 경우 빌드 설정을 수정
하지 않고USER_DISABLE_TESTS 환경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모든 브랜치에 대한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비활성화하려면 for all 브랜치에true 대한 값을 갖는
USER_DISABLE_TESTS 환경 변수를 추가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모든 브랜치에 대해 테스트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특정 브랜치에 대한 테스트를 비활성화하려면false for all 브랜치에 값이 인USER_DISABLE_TESTS 환경 
변수를 추가한 다음 비활성화하려는 각 브랜치에 대한 오버라이드를 의 값으로 추가하십시오true. 다음 예
에서는 테스트가 “기본” 브랜치에서 비활성화되고 다른 모든 브랜치에서는 활성화됩니다.

이 변수로 테스트를 비활성화하면 빌드 중에 테스트 단계가 완전히 건너뛰게 됩니다. 테스트를 다시 활성화
하려면 이 값을 로false 설정하거나 환경 변수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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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렉션 사용
리디렉션을 사용하면 웹 서버가 하나의 URL에서 다른 URL로 경로를 다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리디렉션
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유로는 URL 모양을 사용자 지정하고, 링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소를 변경하
지 않고 앱 또는 사이트의 호스팅 위치를 이동하고, 요청된 URL을 웹 앱에 필요한 양식으로 변경하기 등이 
있습니다.

리디렉션 유형
Amplify는 콘솔에서 다음과 같은 리디렉션 유형을 지원합니다.

영구적 리디렉션(301)

301 리디렉션은 웹 주소의 대상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본 주소의 검색 엔진 순위 기록
이 새 대상 주소에 적용됩니다. 리디렉션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발생하므로 리디렉션 후에 브라우저 탐색 모
음에 대상 주소가 표시됩니다.

301 리디렉션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지 주소가 바뀔 때 링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사용자가 주소에 흔히 하는 오타를 낼 때 링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임시 리디렉션(302)

302 리디렉션은 웹 주소의 대상 주소를 임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주소의 검색 엔진 순위 기록은 새 
목적지 주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디렉션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발생하므로 리디렉션 후에 브라우저 탐색 
모음에 대상 주소가 표시됩니다.

302 리디렉션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주소로 복구하는 동안 우회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A/B 비교를 위한 테스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Note

앱에서 예상치 못한 302 응답을 반환하는 경우 앱의 리디렉션 및 사용자 지정 헤더 구성을 변경했
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자 지정 헤더가 유효한지 확
인한 다음 앱의 기본 404 재작성 규칙을 다시 활성화하세요.

다시 쓰기(200)

200 리디렉션(다시 쓰기)은 원본 주소에서 제공된 것처럼 대상 주소의 콘텐츠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
색 엔진 순위 기록이 원본 주소에 계속 적용됩니다. 리디렉션은 서버 측에서 발생하므로 리디렉션 후에 브라
우저 탐색 모음에 원래 주소가 표시됩니다. 200 리디렉션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전체 사이트를 새 호스팅 위치로 리디렉션합니다.
• 모든 트래픽을 단일 페이지 웹 앱(SPA)의 index.html 페이지로 리디렉션하여 클라이언트 측 라우터 기능으

로 처리합니다.

찾을 수 없음(404)

404 리디렉션은 요청이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가리킬 때 발생합니다. 요청된 페이지 대신 404의 대상 주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04 리디렉션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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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잘못된 URL을 입력할 때 메시지 링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 웹 앱의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index.html 페이지를 향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 측 라우터 기

능으로 처리합니다.

리디렉션 생성 및 수정
Amplify 콘솔에서 앱의 리디렉션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리디렉션 부분에 대한 다음 정
보가 필요합니다.

원래 주소

사용자가 요청한 주소입니다.
대상 주소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를 실제로 제공하는 주소입니다.
리디렉션 유형

유형으로는 영구 리디렉션 (301), 임시 리디렉션 (302), 재작성 (200) 또는 찾을 수 없음 (404) 이 있습니
다.

두 글자로 된 국가 코드 (선택 사항)

앱의 사용자 경험을 지역별로 분류하기 위해 포함할 수 있는 값입니다.

Amplify 콘솔에서 리디렉션을 만들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리디렉션을 생성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을 선택한 다음 재작성 및 리디렉션을 선택합니다.
4. 재작성 및 리디렉션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리디렉션을 추가하는 절차는 규칙을 개별적으로 추가할지 아니면 일괄 편집을 수행할지에 따라 달라집

니다.
• 개별 리디렉션을 만들려면 규칙 추가를 선택합니다.

a. 소스 주소에 사용자가 요청한 원래 주소를 입력합니다.
b. 대상 주소에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상 주소를 입력합니다.
c. 유형의 경우 목록에서 리디렉션 유형을 선택합니다.
d. (선택 사항) 국가 코드에 두 글자로 된 국가 코드 조건을 입력합니다.

• 리디렉션을 일괄 편집하려면 텍스트 편집기 열기를 선택합니다.

• 대량 추가 재작성 및 리디렉션 JSON 편집기에서 리디렉션을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합
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리디렉션 순서
리디렉션은 목록의 맨 위에서 아래로 실행됩니다. 이러한 순서가 의도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를 들어 다음과 같은 리디렉션 순서를 통해 /docs/ 아래의 특정 경로에 대한 모든 요청이 /documents/ 아래의 
동일한 경로로 리디렉션합니다(단, /docs/specific-filename.html은 /documents/different-filename.html로 리디
렉션합니다.

/docs/specific-filename.html /documents/different-filename.html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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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documents/<*>

다음 순서로 리디렉션하면 specific-filename.html의 different-filename.html로 리디렉션이 무시됩니다.

/docs/<*> /documents/<*>
/docs/specific-filename.html /documents/different-filename.html 301

쿼리 파라미터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URL 매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mplify는 다음을 제외하고 301 및 302 리디렉
션의 대상 경로에 모든 쿼리 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 원래 주소에 특정 값으로 설정된 쿼리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Amplify는 쿼리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습니
다. 이 경우 리디렉션은 지정된 쿼리 값을 가진 대상 URL에 대한 요청에만 적용됩니다.

• 일치하는 규칙의 대상 주소에 쿼리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 쿼리 매개 변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
를 들어, 리디렉션의 대상 주소가 인 경우 쿼리 매개 변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https://example-
target.com?q=someParam

간단한 리디렉션 및 재작성
이 섹션에는 일반적인 리디렉션 시나리오에 대한 예제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특정 페이지를 새 주소로 영구적으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original.html /destination.html permanent redirect 
(301)

 

JSON [{"source": "/original.html", "status": "301", "target": "/destination.html", "condition": null}]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폴더 아래의 경로를 다른 폴더 아래의 동일한 경로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docs/<*> /documents/<*> permanent redirect 
(301)

 

JSON [{"source": "/docs/<*>", "status": "301", "target": "/documents/<*>", "condition": null}]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다시 쓰기로 모든 트래픽을 index.html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서는 다시 쓰기를 통해 원본 주소에 도착했음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 /index.html rewrite (200)  

JSON [{"source": "/<*>", "status": "200", "target": "/index.html", "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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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하위 도메인을 변경하는 데 다시 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https://
mydomain.com

https://
www.mydomain.com

rewrite (200)  

JSON [{"source": "https://mydomain.com", "status": "200", "target": "https://www.mydomain.com", "condition": null}]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찾을 수 없는 폴더 아래의 경로를 사용자 지정 404 페이지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
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 /404.html not found (404)  

JSON [{"source": "/<*>", "status": "404", "target": "/404.html", "condition": null}]

단일 페이지 웹 앱 (SPA) 용 리디렉션
대부분의 SPA 프레임워크는 HTML5 history.pushState()를 지원하여 서버 요청을 트리거하지 않고 브라우저 
위치를 변경합니다. 이는 루트(또는 /index.html)에서 여정을 시작하지만 다른 페이지로 직접 이동하는 사용
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정규 표현식에 지정된 파일 확장자를 제외한 모든 파일을 
index.html 파일에 200회 재작성하도록 설정합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
(css|gif|ico|jpg|
js|png|txt|svg|
woff|woff2|ttf|
map|json|webp)$)
([^.]+$)/>

/index.html 200  

JSON [{"source": "</^[^.]+$|\.(?!(css|gif|ico|jpg|js|png|txt|svg|woff|woff2|ttf|map|json|webp)$)([^.]+$)/>", "status": "200", "target": "/index.html", 
"condition": null}]

역방향 프록시 재작성
다음 예시에서는 사용자에게 도메인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도록 다른 위치의 콘텐츠를 프록시하는 
재작성을 사용합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images/<*> https://
images.otherdomain.com/
<*>

rewrite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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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source": "/images/<*>", "status": "200", "target": "https://images.otherdomain.com/<*>", "condition": null}]

후행 슬래시 및 클린 URL
about.html 대신 about 같은 깔끔한 URL 구조를 만들려면 Hugo와 같은 정적 사이트 생성기가 index.html (/
about/index.html) 를 사용하여 페이지의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Amplify는 필요한 경우 후행 슬래시를 추가
하여 깨끗한 URL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아래 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하이라이트합니다.

브라우저의 사용자 입력 검색 주소창의 URL 제공된 문서

/about /about /about.html

/about (when about.html 
returns 404)

/about/ /about/index.html

/about/ /about/ /about/index.html

자리 표시자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폴더 구조의 경로를 다른 폴더의 일치하는 구조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docs/<year>/
<month>/<date>/
<itemid>

/documents/<year>/
<month>/<date>/
<itemid>

permanent redirect 
(301)

 

JSON [{"source": "/docs/<year>/<month>/<date>/<itemid>", "status": "301", "target": "/documents/<year>/<month>/<date>/<itemid>", 
"condition": null}]

쿼리 문자열 및 경로 파라미터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원본 주소의 쿼리 문자열 요소 값과 이름이 일치하는 폴더로 경로를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docs?id=<my-blog-
id-value

/documents/<my-
blog-post-id-
value>

permanent redirect 
(301)

 

JSON [{"source": "/docs?id=<my-blog-id-value>", "status": "301", "target": "/documents/<my-blog-id-value>", "condition": null}]

Note

Amplify는 301 및 302 리디렉션의 대상 경로에 모든 쿼리 문자열 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 
예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 주소에 특정 값으로 설정된 쿼리 문자열이 포함된 경우 Amplify는 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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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리디렉션은 지정된 쿼리 값을 가진 대상 주소에 대한 요
청에만 적용됩니다id.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지정된 폴더 구조 수준에서 찾을 수 없는 모든 경로를 지정된 폴더의 index.html 
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documents/
<folder>/<child-
folder>/<grand-
child-folder>

/documents/
index.html

404  

JSON [{"source": "/documents/<x>/<y>/<z>", "status": "404", "target": "/documents/index.html", "condition": null}]

지역 기반 리디렉션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리전을 기반으로 요청을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원본 주소 대상 주소 리디렉션 유형 국가 코드

/documents /documents/us/ 302 <US>

JSON [{"source": "/documents", "status": "302", "target": "/documents/us/", "condit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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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치에 대한 액세스 제한
출시되지 않은 기능을 작업 중인 경우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준비가 되지 않은 기능 분기를 암호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브랜치에 액세스 제어가 설정된 경우 브랜치 URL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사용자에게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능 브랜치에 비밀번호 설정하기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기능 브랜치 비밀번호를 설정하려는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을 선택한 다음 액세스 제어를 선택합니다.
4. 액세스 제어 설정 섹션에서 액세스 관리를 선택합니다.
5. 액세스 제어 설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연결된 모든 브랜치에 적용되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하려면 글로벌 비밀번호 적용을 켜
세요. 예를 들어 메인 브랜치, 개발자 브랜치, 피처 브랜치가 연결된 경우 글로벌 비밀번호를 사용하
여 모든 브랜치에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브랜치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적용하려면 글로벌 비밀번호 적용을 끄십시오. 고유한 사
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설정하려는 브랜치에 대해 액세스 설정에 필요한 제한-비밀번호를 선택하
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서버측 렌더링 (SSR) 앱의 액세스 제어를 관리하는 경우 Git 리포지토리에서 새 빌드를 수행하여 앱을 
재배포하세요. Amplify가 액세스 제어 설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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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변수
환경 변수는 빌드 시 사용할 수 있는 키-값 쌍이며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는 모든 환경 변수는 비인가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됩니다.

Important

암호를 저장하는 환경 변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AWS Systems Manager파라미터 저장소를 사용
하여 만든 환경 비밀에 암호를 저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환경 보안 암호 (p. 89)을 참조하세요.

Note

환경 변수는 앱이 연속 배포용으로 설정되고 git 리포지토리에 연결된 경우에만 Amplify 콘솔의 앱 
설정 메뉴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 대한 지침은 기존 코드로 시작하기를 (p. 3) 참조하
세요.

환경 변수 설정
환경 변수를 설정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Amplify 콘솔에서 앱 설정을 선택한 다음 환경 변수를 선택합니다.
3. 환경 변수 섹션에서 변수 관리를 선택합니다.
4. 변수 관리 섹션의 변수에 키를 입력합니다. 값에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Amplify는 모든 브랜치에 

환경 변수를 적용하므로 새 브랜치를 연결할 때 변수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선택 사항) 특정 브랜치에 맞게 환경 변수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브랜치 오버라이드를 추가
하십시오.

a. 동작을 선택한 다음 변수 오버라이드 추가를 선택합니다.
b. 이제 브랜치별 환경 변수 집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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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환경 변수에 액세스
빌드 중 환경 변수에 액세스하려면 빌드 명령에 환경 변수를 포함하도록 빌드 설정을 편집하십시오.

환경 변수를 포함하도록 빌드 설정을 편집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Amplify 콘솔에서 앱 설정을 선택한 다음 빌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앱 빌드 사양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4. 환경 변수를 빌드 명령에 추가하십시오. 이제 다음 빌드 동안 환경 변수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제는 npm의 동작 (BUILD_ENV) 을 변경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서비스의 API 토큰 
(TWITCH_CLIENT_ID) 을 환경 파일에 추가합니다.

build: 
  commands: 
    - npm run build:$BUILD_ENV 
    - echo "TWITCH_CLIENT_ID=$TWITCH_CLIENT_ID" >> backend/.env 

빌드 구성의 각 명령은 Bash 셸 내에서 실행됩니다. Bash에서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GNU Bash 매뉴얼의 셸 확장을 참조하십시오.

소셜 로그인을 위한 인증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새 백
엔드 환경 만들기

브랜치를 앱에 연결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브랜치를 앱에 연결하는 절차는 브랜치를 새 앱에 연결하는지 기존 앱에 연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브랜치를 새 앱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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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브랜치를 새 앱에 연결할 때 마법사의 빌드 설정 구성 단계에서 Create new environment 
(Create new environment) 을 선택하고 백엔드 환경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 백
엔드 환경 이름으로backend 입력한 Amplify 콘솔의 백엔드 배포 섹션을 보여줍니다.

b. 빌드 설정 구성 마법사에서 고급 설정 섹션을 확장하고 소셜 로그인 키에 대한 환경 변수를 추
가합니다. 예를 들어,AMPLIFY_FACEBOOK_CLIENT_SECRET 는 유효한 환경 변수입니다. 기
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Amplify 시스템 환경 변수 목록은 의 표를 참조하십시오Amplify 확장합니
다. (p. 86).

• 브랜치를 기존 앱에 연결

a. 새 브랜치를 기존 앱에 연결하는 경우 브랜치를 연결하기 전에 소셜 로그인 환경 변수를 설정하
세요. 탐색 창에서 [앱 설정], [환경 변수] 를 선택합니다.

b. 환경 변수 섹션에서 변수 관리를 선택합니다.
c. 변수 관리 섹션의 변수 (키) 에 클라이언트 ID를 입력합니다. [Value] 에 클라이언트 암호를 

입력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Amplify 시스템 환경 변수 목록은 의 표를 참조하십시
오Amplify 확장합니다. (p. 86).

프런트엔드 프레임워크 환경 변수
자체 환경 변수를 지원하는 프런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앱을 개발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 변수가 
Amplify 콘솔에서 구성하는 환경 변수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React 
(접두사 REACT_APP) 및 Gatsby (접두사 GATSBY) 를 사용하면 런타임 환경 변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프런트엔드 프로덕션 빌드에 자동으로 번들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값을 
저장할 때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사용 중인 프런트엔드 프레임워크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PI 키와 같은 민감한 값을 이러한 프런트엔드 프레임워크 접두사가 붙은 환경 변수에 저장하는 것은 모범 
사례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Amplify의 빌드 시간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예는 을 참조하십시오환경 변수에 액세스 (p. 85).

Amplify 확장합니다.
Amplify 콘솔 내에서 기본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다음 환경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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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름 설명 값 예

AWS_APP_ID 현재 빌드의 앱 ID abcd1234

AWS_BRANCH 현재 빌드의 브랜치 이름 main, develop, beta, v2.0

AWS_BRANCH_ARN 현재 빌드의 분기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aws:arn:amplify:us-
west-2:123456789012:appname/
branch/...

AWS_CLONE_URL git 리포지토리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된 복제 URL

git@github.com:<user-
name>/<repo-name>.git

AWS_COMMIT_ID 현재 빌드의 커밋 ID

재구축을 위한 “HEAD”

abcd1234

AWS_JOB_ID 현재 빌드의 작업 ID입니다.

여기에는 '0'의 일부 패딩이 포함
되므로 항상 길이가 같습니다.

0000000001

_LIVE_UPDATES 도구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name”:”Amplify 
CLI”,”pkg”:”@aws-
amplify/
cli”,”type”:”npm”,”version”:”latest”}]

AMPLIFY_FACEBOOK_CLIENT_ID페이스북 클라이언트 ID 123456

AMPLIFY_FACEBOOK_CLIENT_SECRET페이스북 클라이언트 시크릿 example123456

AMPLIFY_GOOGLE_CLIENT_ID 구글 클라이언트 ID 123456

AMPLIFY_GOOGLE_CLIENT_SECRET구글 클라이언트 시크릿 example123456

AMPLIFY_AMAZON_CLIENT_ID Amazon 클라이언트 ID 123456

AMPLIFY_AMAZON_CLIENT_SECRET아마존 클라이언트 시크릿 example123456

AMPLIFY_DIFF_DEPLOY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배포를 활성
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자세
한 정보는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빌드 및 배포 활성화 또는 비활성
화 (p. 44)을 참조하세요.

true

AMPLIFY_DIFF_DEPLOY_ROOT 리포지토리의 루트를 기준으로 
diff 기반 프런트엔드 배포 비교에 
사용할 경로입니다.

dist

AMPLIFY_DIFF_BACKEND diff 기반 백엔드 빌드를 활성화 또
는 비활성화합니다.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려면 diff 기반 백엔드 빌
드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p. 44)
섹션을 참조하세요.

true

AMPLIFY_BACKEND_PULL_ONLYAmplify는 이 환경 변수를 관리합
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른 백엔드를 가리키도록 기존 
프론트엔드를 편집합니다. (p. 64)
섹션을 참조하세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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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름 설명 값 예

AMPLIFY_BACKEND_APP_ID Amplify는 이 환경 변수를 관리합
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른 백엔드를 가리키도록 기존 
프론트엔드를 편집합니다. (p. 64)
섹션을 참조하세요.

abcd1234

AMPLIFY_SKIP_BACKEND_BUILD빌드 사양에 백엔드 섹션이 없
고 백엔드 빌드를 비활성화하려
면 이 환경 변수를 로 설정하십시
오true.

true

AMPLIFY_MONOREPO_APP_ROOT리포지토리의 루트를 기준으로 
monorepo 앱의 앱 루트를 지정하
는 데 사용할 경로입니다.

apps/react-app

_BUILD_TIMEOUT 빌드 타임아웃 기간 (분) 30

AMPLIFY_USERPOOL_ID 인증을 위해 가져온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의 ID입니다.

us-west-2_example

AMPLIFY_WEBCLIENT_ID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앱 
클라이언트의 ID

AMPLIFY_USERPOOL_ID 환경 
변수로 지정된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앱 클라이언트를 구성해야 합니
다.

123456

AMPLIFY_NATIVECLIENT_ID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할 앱 클라이언트의 ID

AMPLIFY_USERPOOL_ID 환경 
변수로 지정된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앱 클라이언트를 구성해야 합니
다.

123456

AMPLIFY_IDENTITYPOOL_ID Amazon Cognito 자격 증명 풀의 
ID입니다.

example-identitypool-id

AMPLIFY_PERMISSIONS_BOUNDARY_ARNAmplify에서 생성한 모든 IAM 역
할에 적용되는 권한 경계로 사용
할 IAM 정책의 ARN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plify에서 생성한 역
할에 대한 IAM 권한 경계를 참조
하십시오.

arn:aws:iam::123456789012:policy/
example-policy

AMPLIFY_DESTRUCTIVE_UPDATES이 환경 변수를 true로 설정하
면 잠재적으로 데이터 손실을 초
래할 수 있는 스키마 작업으로 
GraphQL API를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키마 업
데이트를 참조하세요.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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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MPLIFY_AMAZON_CLIENT_ID및AMPLIFY_AMAZON_CLIENT_SECRET 환경 변수는 OAuth 토큰
이며AWS 액세스 키와 비밀 키가 아닙니다.

환경 보안 암호
환경 암호는 환경 변수와 유사하지만 암호화할 수 있는AWS Systems Manager (SSM) 매개변수 저장소 키 
값 쌍입니다. Amplify의 Apple로 로그인 개인 키와 같은 일부 값은 암호화해야 합니다.

환경 보안 암호 설정
AWS Systems Manager콘솔을 사용하여 Amplify 앱의 환경 암호를 설정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환경 시크릿을 설정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AWS System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를 선택한 다음 [매개 변수 저장소] 를 선택합니다.
3.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페이지에서 파라미터 생성을 선택합니다.
4. 매개 변수 만들기 페이지의 매개 변수 세부 정보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이름에 매개 변수를 해당 형식으로 입력합니다/amplify/{your_app_id}/
{your_backend_environment_name}/{your_parameter_name}.

b. 유형(Type)에서 SecureString를 선택합니다.
c. KMS 키 소스의 경우 내 현재 계정을 선택하여 계정의 기본 키를 사용하십시오.
d. [Value] 에 암호화할 비밀 값을 입력합니다.

5. 선택, 매개변수 생성.

Note

Amplify는 특정 환경 빌드의 아래에 있는/amplify/{your_app_id}/
{your_backend_environment_name} 키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mplify가 값을 해독할 수 
있도록AWS KMS key 하려면 기본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환경 보안 암호
빌드 중에 환경 비밀에 액세스하는 것은 환경 비밀이 JSON 문자열로 저장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환경 변수
에 (p. 85) 액세스하는 것과 유사합니다.process.env.secrets

환경 Amplify 안전하게 암호를 저장하는
Systems Manager 파라미터를 해당 형식으로 지정합니다/amplify/{your_app_id}/
{your_backend_environment_name}/AMPLIFY_SIWA_CLIENT_ID.

Amplify 콘솔 내에서 기본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환경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 설명 값 예

AMPLIFY_SIWA_CLIENT_ID Apple의 클라이언트 ID로 로그인 com.yourapp.auth

AMPLIFY_SIWA_TEAM_ID Apple의 팀 ID로 로그인 ABC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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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이름 설명 값 예

AMPLIFY_SIWA_KEY_ID Apple의 키 ID로 로그인 ABCD123

AMPLIFY_SIWA_PRIVATE_KEY Apple로 로그인 -----개인 키 시작-----

****......

-----개인 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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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헤더
사용자 지정 HTTP 헤더를 사용하면 모든 HTTP 응답의 헤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응답 헤더는 디버깅, 보
안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앱의customHttp.yml 파일을 다운로드 및 편집하고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터리에 저장하여 헤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자세한 절차
는 사용자 지정 헤더 설정 (p. 92)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전에는 앱에서 빌드 사양 (buildspec) 을AWS Management Console 편집하거나amplify.yml 파일을 다
운로드 및 업데이트하고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터리에 저장하여 앱의 사용자 지정 HTTP 헤더를 지정했습니
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정된 사용자 지정 헤더는 buildspec 및amplify.yml 파일에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
니다. 지침은 사용자 지정 헤더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중 (p. 93) 섹션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지정 헤더 YAML 형식
다음 YAML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헤더를 지정합니다.

customHeaders: 
  - pattern: '*.json'
    headers: 
    - key: 'custom-header-name-1'
      value: 'custom-header-value-1'
    - key: 'custom-header-name-2'
      value: 'custom-header-value-2'
  - pattern: '/path/*'
    headers: 
    - key: 'custom-header-name-1'
      value: 'custom-header-value-2'

모노리포지토리의 경우 다음 YAML 형식을 사용하십시오.

applications: 
  - appRoot: app1
    customHeaders: 
    - pattern: '**/*'
      headers: 
      - key: 'custom-header-name-1'
        value: 'custom-header-value-1'
  - appRoot: app2
    customHeaders: 
    - pattern: '/path/*.json'
      headers: 
      - key: 'custom-header-name-2'
        value: 'custom-header-value-2'
    

앱에 사용자 지정 헤더를 추가할 때 다음과 같은 값을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패턴

사용자 지정 헤더는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URL 파일 경로에 적용됩니다.
headers

파일 패턴과 일치하는 헤더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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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사용자 지정 헤더의 이름입니다.
value

사용자 지정 헤더의 값입니다.

HTTP 헤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zilla의 HTTP 헤더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헤더 설정
AWS Amplify앱에 사용자 지정 HTTP 헤더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서 헤더를AWS 
Management Console 지정하거나 앱customHttp.yml 파일을 다운로드 및 편집하고 프로젝트의 루트 디
렉터리에 저장하여 헤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에서 앱의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설정하려면AWS Management Console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설정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지정 헤더 사양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편집 창에서 사용자 지정 헤더 YAML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헤더에 (p. 91) 대한 정보를 입력

합니다.

a. 의pattern 경우 일치시킬 패턴을 입력합니다.
b. key에 사용자 지정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c. value에 사용자 지정 헤더의 값을 입력합니다.

6.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7. 앱을 재배포하여 새 사용자 지정 헤더를 적용합니다.

• CI/CD 앱의 경우 배포할 브랜치로 이동한 다음 이 버전 재배포를 선택합니다. Git 리포지토리에서 
새 빌드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수동 배포 앱의 경우 Amplify 콘솔에서 앱을 다시 배포합니다.

사용자 지정HTTP.yml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설정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설정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지정 헤더 사양 섹션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5. 선택한 코드 편집기에서 다운로드한customHttp.yml 파일을 열고 사용자 지정 헤더 YAML 형식을 사

용하여 사용자 지정 헤더에 (p. 91)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의pattern 경우 일치시킬 패턴을 입력합니다.
b. key에 사용자 지정 헤더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c. value에 사용자 지정 헤더의 값을 입력합니다.

6. 편집한customHttp.yml 파일을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터리에 저장합니다. 모노리포지토리로 작업하
는 경우 리포지토리의 루트에customHttp.yml 파일을 저장하세요.

7. 앱을 재배포하여 새 사용자 지정 헤더를 적용합니다.
• CI/CD 앱의 경우 새customHttp.yml 파일이 포함된 Git 리포지토리에서 새 빌드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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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 배포 앱의 경우 Amplify 콘솔에서 앱을 다시 배포하고 업로드한 아티팩트와 함께 
새customHttp.yml 파일을 포함시키십시오.

Note

customHttp.yml파일에 설정되고 앱의 루트 디렉터리에 배포된 사용자 지정 헤더는 의 Custom
headers 섹션에 정의된 사용자 지정 헤더를 재정의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사용자 지정 헤더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중
이전에는 에서 buildspec을 편집하거나amplify.yml 파일을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하고 프로젝트의 루트 디
렉터리에 저장하여 앱에 대한 사용자 지정 HTTP 헤더를 지정했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사용자 
지정 헤더는 buildspec 및amplify.yml 파일에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customHttp.yml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편집하여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의 사용자 지정 헤더 섹
션에서 사용자 지정 헤더를 지정합니다.

Amplify 콘솔에 저장된 사용자 지정 헤더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헤더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빌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앱 빌드 사양 섹션에서 앱의 빌드 사양을 검토할 수 있습

니다.
4.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현재 빌드 스펙의 사본을 저장합니다. 설정을 복구해야 하는 경우 나중에 이 사본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편집을 선택합니다.
6. 파일의 사용자 지정 헤더 정보는 9단계에서 나중에 사용하게 되므로 기록해 두십시오. 편집 창에서 파일

에서 사용자 지정 헤더를 삭제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7.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선택합니다.
8. 사용자 지정 헤더 사양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9. 편집 창에 6단계에서 삭제한 사용자 지정 헤더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11. 새 사용자 지정 헤더를 적용할 브랜치를 재배포하세요.

amplify.yml에서 사용자 지정 헤더를 사용자 지정 HTTP.yml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1. 앱의 루트 디렉터리에 현재 배포된amplify.yml 파일로 이동합니다.
2. 원하는 코드amplify.yml 편집기에서 엽니다.
3. 파일의 사용자 지정 헤더 정보는 나중에 8단계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기록해 두십시오. 파일에서 사용자 

지정 헤더를 삭제합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4.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5.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설정할 앱을 선택합니다.
6.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사용자 지정 헤더를 선택합니다.
7. 사용자 지정 헤더 사양 섹션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8. 선택한 코드 편집기에서 다운로드한customHttp.yml 파일을 열고 3단계에서 삭제한 사용자 지정 헤

더의 정보를 입력합니다.amplify.yml
9. 편집한customHttp.yml 파일을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터리에 저장합니다. 모노리포지토리로 작업하

는 경우 리포지토리의 루트에 파일을 저장하세요.
10. 앱을 재배포하여 새 사용자 지정 헤더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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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CD 앱의 경우 새customHttp.yml 파일이 포함된 Git 리포지토리에서 새 빌드를 수행합니다.
• 수동 배포 앱의 경우 Amplify 콘솔에서 앱을 다시 배포하고 업로드한 아티팩트와 함께 

새customHttp.yml 파일을 포함시키십시오.

Note

customHttp.yml파일에 설정되고 앱의 루트 디렉터리에 배포된 사용자 지정 헤더는 의 Custom
headers 섹션에 정의된 사용자 지정 헤더를 재정의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모노레포 사용자 지정 헤더
모노리포지토리에서 앱의 사용자 지정 헤더를 지정할 때는 다음 설정 요구 사항에 유의하세요.

• 모노리포지토리에는 특정 YAML 형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구문은 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지정 헤더 
YAML 형식 (p. 91).

• 의 Custom headers 섹션을 사용하여 단일 저장소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지정 헤더를 지정할 수
AWS Management Console 있습니다. 새 사용자 지정 헤더를 적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해야 한
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콘솔을 사용하는 대신customHttp.yml 파일의 단일 저장소에 앱의 사용자 지정 헤더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리포지토리의 루트에customHttp.yml 파일을 저장한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재배포하여 새 사용자 
지정 헤더를 적용해야 합니다. customHttp.yml파일에 지정된 사용자 지정 헤더는 의 Custom headers 
섹션을 사용하여 지정한 모든 사용자 지정 헤더를 재정의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보안 헤더 예제
사용자 지정 보안 헤더를 사용하면 HTTPS를 적용하고, XSS 공격을 방지하고, 클릭재킹으로부터 브라우저
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 YAML 구문을 사용하여 앱에 사용자 지정 보안 헤더를 적용합니다.

customHeaders: 
  - pattern: '**' 
    headers: 
      - key: 'Strict-Transport-Security' 
        value: 'max-age=31536000; includeSubDomains' 
      - key: 'X-Frame-Options' 
        value: 'SAMEORIGIN' 
      - key: 'X-XSS-Protection' 
        value: '1; mode=block' 
      - key: 'X-Content-Type-Options' 
        value: 'nosniff' 
      - key: 'Content-Security-Policy' 
        value: "default-src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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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웹후크
Amplify 콘솔에서 수신 웹후크를 설정하여 Git 리포지토리로 코드를 커밋하지 않고도 빌드를 트리거할 수 있
습니다. 헤드리스 CMS 도구 (예: Contentful 또는 GraphCMS) 와 함께 웹후크 트리거를 사용하여 콘텐츠가 
변경될 때마다 빌드를 시작하거나 Zapier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일일 빌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신 웹후크 생성하기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웹훅을 만들려는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빌드 설정를 선택합니다.
4. 빌드 설정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수신 웹후크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 웹후크 생성을 선택합니다.

5. 웹후크 생성 대화 상자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웹후크 이름에 웹후크 이름을 입력합니다.
b. Branch를 빌드하려면 수신되는 웹후크 요청을 기반으로 빌드할 브랜치를 선택합니다.
c.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6. 수신 웹후크 단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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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크 URL을 복사하여 헤드리스 CMS 도구 또는 기타 서비스에 제공하여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 터미널 창에서 curl 명령을 실행하여 새 빌드를 트리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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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모니터링 CloudWatch

모니터링(Monitoring)
AWS AmplifyAmazon을 통해 지표를 CloudWatch 내보내고 앱 요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액세스 로그
를 제공합니다. 이 섹션의 주제를 통해 이러한 측정항목 및 로그를 사용하여 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알아
보세요.

주제
• 를 통한 모니터링 CloudWatch (p. 97)
• 액세스 로그 (p. 99)

를 통한 모니터링 CloudWatch
AWS AmplifyAmazon과 CloudWatch 통합되므로 Amplify 애플리케이션의 메트릭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표가 설정한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알림을 보내는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서비스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지표
Amplify는AWS/AmplifyHosting 네임스페이스에서 앱의 트래픽, 오류, 데이터 전송 및 지연 시간을 모니터
링하기 위한 6가지 CloudWatch 메트릭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1분 간격으로 집계됩니다. CloudWatch 
모니터링 지표는 무료이며 CloudWatch 서비스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통계가 모든 지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표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통계가 각 
지표에 대한 설명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표 설명

요청 앱에서 수신한 최종 사용자 요청의 총 수입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Sum.
Sum통계를 사용하여 총 요청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BytesDownloaded 최종 사용자가GETHEAD, 및OPTIONS 요청에 대해 
앱에서 전송 (다운로드) 한 총 데이터 양 (바이트) 입
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Sum.

BytesUploaded 앱으로 전송 (업로드) 된 총 데이터 양 (사용POST
및PUT 요청 수 바이트) 입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Sum.

4XXErrors HTTP 상태 코드 400-499 범위에서 오류를 반환한 
요청 수.

가장 관련성이 높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Sum.
Sum통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오류의 총 발생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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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지표 설명

5XXErrors HTTP 상태 코드 500-599 범위에서 오류를 반환한 
요청 수.

가장 관련성이 높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Sum.
Sum통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오류의 총 발생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tency 첫 바이트까지의 시간 (초 단위) Amplify Console이 
요청을 수신할 때부터 네트워크에 응답을 반환할 때
까지의 총 시간입니다. 응답이 시청자의 기기에 도
달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지연 시간은 여기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통계
는AverageMaximum,Minimum,p10,p50,p90p95, 
및p100 입니다.

Average통계를 사용하여 예상 지연 시간을 평가하
십시오.

Amplify는 다음과 같은 CloudWatch 메트릭 차원을 제공합니다.

차원 설명

앱 지표 데이터는 앱에서 제공합니다.

AWS 계정 지표 데이터는AWS 계정의 모든 앱에서 제공됩니
다.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AWS Management Console 에서 CloudWatch 메트릭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또는 Amplify 콘솔에서 지표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Amplify 콘솔에서 메트릭에 액세스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지표를 보려는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모니터링] 을 선택합니다.
4.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지표를 선택합니다.

경보
Amplify 콘솔에서 특정 기준이 충족될 때 알림을 보내는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지표가 평가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
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
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지정된 수에 대한 임계값을 초과한 경우 경보는 Amazon Sim

CloudWatch콘솔에서 또는 CloudWatch API를 사용하여 메트릭 수학 표현식을 사용하는 고급 경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xxError (Error) 의 비율이 15% 를 초과한 경우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지표 수학 표현식 기반 CloudWatch 경보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알람에는 표준 CloudWatch 가격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CloudWatch 요금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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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로그

Amplify 콘솔에서 경보를 생성합니다.

Amplify 메트릭에 대한 CloudWatch 경보를 만들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알람을 설정하려는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모니터링] 을 선택합니다.
4.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알람을 선택합니다.
5. 경보 생성(Create alarm)을 선택하세요.
6. 알람 생성 창에서 다음과 같이 알람을 구성합니다.

a. 메트릭의 경우 목록에서 모니터링할 메트릭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b. 경보 이름 에 경보 이름에 경보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경보의 이

름을 지정할 수HighTraffic 있습니다. 이름은 ASCII 문자만 포함해야 합니다.
c. 알림 설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i. 새 Amazon SNS 주제를 설정하려면 신규를 선택합니다.
ii. 이메일 주소에 알림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iii. 새 이메일 주소 추가를 선택하여 수신자를 더 추가합니다.

• i. Amazon SNS 주제를 재사용하려면 기존 항목을 선택합니다.
ii. SNS 주제의 경우 목록에서 기존 Amazon SNS 주제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d. Whenever the Statistics of Metric의 경우 다음과 같이 알람 조건을 설정합니다.

i. 지표가 임계값보다 크거나 작아야 하는지 지정합니다.
ii. 임계값을 지정합니다.
iii. 경보 상태에 있어야 하는 연속 평가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
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iv. 평가 기간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e. 경보 생성(Create alarm)을 선택하세요.

Note

지정한 각 Amazon SNS 수신자는AWS 알림으로부터 확인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메일에는 수신자
가 구독을 확인하고 알림을 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로그
Amplify는 Amplify에서 호스팅하는 모든 앱의 액세스 로그를 저장합니다. 액세스 로그에는 호스팅된 앱에 대
해 이루어진 요청에 대한 요청 정보가 포함됩니다. 지정한 2주 기간 동안 이러한 액세스 로그를 검색할 수 있
습니다.

Important

모든 요청을 완전히 살펴보기 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요청 특성을 이해하는 데 로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plify는 최대 효과를 기반으로 액세스 로그를 전송합니다. 요청에 따라서는 실제로 요
청이 처리된 지 한참 후에 로그 레코드가 전송되거나 아예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그 항목
이 액세스 로그에서 생략되는 경우 액세스 로그의 항목 수가 AWS 결제 및 사용 보고서에 표시되는 
사용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로그를 검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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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로그를 보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액세스 로그를 볼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모니터링] 을 선택합니다.
4.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액세스 로그를 선택합니다.
5. 시간 범위 편집을 선택합니다.
6. 시간 범위 편집 창에서 시작 날짜에 로그를 검색할 2주 간격의 첫 번째 날을 지정합니다. 시작 시간에서

로그 검색을 시작할 첫날의 시간을 선택합니다.
7. 콘솔은 액세스 로그 섹션에 지정한 시간 범위에 대한 로그를 표시합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로그를 

CSV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액세스 로그 분석
액세스 로그를 분석하려면 Amazon S3 버킷에 CSV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로그를 분석하는 한 
가지 방법은 Athena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thena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대화형 쿼리AWS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있는step-by-step 지침에 따라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SELECT SUM(bytes) AS total_bytes
FROM logs
WHERE "date" BETWEEN DATE '2018-06-09' AND DATE '2018-06-11'
LIMI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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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빌드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이해관계자나 팀 구성원에게 알리도록AWS Amplify 앱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A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m밀 이 
Amazon SNS 주제는 Slack과 같은 다른 도구에 알림을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plify 앱의 모든 브
랜치 또는 특정 브랜치에 적용되도록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Amplify 앱의 모든 분기 또는 특정 분기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Ammmmm밀밀밀밀ify 앱에 이메일 알림이 전송되도록 설정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이메일 알림을 설정하려는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알림을 선택한 다음 이메일 알림 섹션에서 알림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알림 관리 섹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단일 브랜치에 알림을 보내려면 이메일에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Branch의 경우 
알림을 보낼 브랜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 연결된 모든 브랜치에 알림을 보내려면 이메일에 알림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브랜치에
서 모든 브랜치를 선택합니다.

5. 작업을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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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빌드 이미지 및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

주제
• 사용자 지정 빌드 이미지 (p. 102)
•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 (p. 103)

사용자 지정 빌드 이미지
사용자 지정 빌드 이미지를 사용하여 Amplify 앱을 위한 사용자 지정 빌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mplify의 기본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빌드 중에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정 종속성이 있는 경우 고
유한 Docker 이미지를 만들고 빌드 중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Amazon Elastic Coner Restry Restry Restry 
Restry Restry Restry Restry Restry Re

Note

빌드 설정은 앱이 연속 배포용으로 설정되고 git 리포지토리에 연결된 경우에만 Amplify 콘솔의 앱 
설정 메뉴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배포에 대한 지침은 기존 코드로 시작하기를 (p. 3) 참조하
세요.

사용자 지정 빌드 이미지 구성
Amazon ECR에서 호스팅되는 사용자 지정 빌드 이미지를 구성하려면

1. Docker 이미지로 Amazon ECR 퍼블릭 리포지토리를 설정하려면 Amazon ECR 퍼블릭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2.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3. 사용자 지정 빌드 이미지를 구성하려는 앱을 선택합니다.
4. 탐색 창에서 [앱 설정], [빌드 설정] 을 선택합니다.
5. 빌드 설정 페이지의 빌드 이미지 설정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6. 빌드 이미지 설정 편집 대화 상자에서 빌드 이미지 메뉴를 확장하고 이미지 생성을 선택합니다.
7. 1단계에서 만든 Amazon ECR Publer Con에서 만든 Amazon ECR Re에서 만든 Retic Con에서 만든 

Retic Con에서 만든 Retic Con에서 만든 Amazon ECR 빌드 이미지가 호스팅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리포지토리 이름이 ecr-examplerepo인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public.ecr.aws/xxxxxxxx/ecr-
examplerepo.

8.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맞춤형 빌드 이미지 요구 사항
사용자 지정 빌드 이미지가 Amplify 빌드 이미지로 작동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cURL: 사용자 지정 이미지를 시작하는 경우 빌드 러너를 컨테이너로 다운로드하므로 cURL이 있어야 합
니다. 이 종속성이 누락된 경우 빌드 러너가 출력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빌드는 출력 없이 즉시 실패합니
다.

2. Git: Git 리포지토리를 복제하려면 Git를 이미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종속성이 누락된 경우 ‘리포지토리 
복제’ 단계는 실패합니다.

3. OpenSSH: 리포지토리를 안전하게 복제하려면 OpenSSH는 빌드 중에 일시적으로 SSH 키를 설정해야 하
고, OpenSSH 패키지는 빌드 러너가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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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PM 기반 빌드) Node.js+npm: 빌드 러너는 노드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이미지에 설치된 Node와 NPM을 
사용합니다. 이는 NPM 패키지 또는 노드 특정 명령을 요구하는 빌드에만 필수 항목입니다.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를 통해 Amplify 기본 빌드 이미지에서 사용할 패키지 및 종속성의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빌드 이미지에는 여러 패키지 및 종속성이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Hugo, Amplify CLI, 
Yarn 등).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이러한 종속성의 버전을 재정의하고 특정 버전을 지정하거나 
항상 최신 버전이 설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가 활성화된 경우 빌드가 실행되기 전
에 빌드 러너가 먼저 지정된 종속성을 업데이트 (또는 다운그레이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속성을 업데이트
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빌드 시간이 늘어나지만 앱을 빌드하는 데 동일한 버전의 종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 구성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를 구성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라이브 패키지 업데이트를 구성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빌드 설정] 을 선택합니다.
4. 빌드 설정 페이지의 빌드 이미지 설정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빌드 이미지 설정 편집 대화 상자에서 패키지 버전 재정의 추가 목록을 펼치고 변경하려는 패키지를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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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버전의 경우 기본값을 최신으로 유지하거나 종속성의 특정 버전을 입력합니다.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경
우 종속성은 항상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7.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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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역할 추가
Amplify에는 프런트 엔드에 백엔드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역할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합니다. 서비스 역할은 Amplify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맡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계정 관리 권한이 있는 Amplify 서비스 역할
을 생성하고 Amplify 애플리케이션이 Amplify Studio 또는 CLI 리소스를 배포하고 백엔드를 생성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Amplify Studio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plify 문서에서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Amplify CL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plify 문서의 Amplify CLI
를 참조하십시오.

111111111111111111111
IAM 콘솔을 열고 왼쪽 탐색 표시줄에서 역할을 선택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2단계: Amplify 역할 생성
역할 선택 화면에서 Amplify를 찾아 Amplify-백엔드 배포 역할을 선택합니다. 모든 기본값을 적용하고 역할 
이름 (예: AmplifyConsoleServiceRole-) 을 선택합니다AmplifyRole.

3단계: Amplify 콘솔로 돌아가기
Amplify 콘솔을 엽니다. 새 앱을 배포하는 중이면 새로 고침을 선택한 다음 방금 생성한 역할을 선택합니다.
AmplifyConsoleServiceRole-처럼 보일AmplifyRole 것입니다.

기존 앱이 이미 있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설정 > 일반에서 서비스 역할 설정을 찾아본 다음 확인란의 오른쪽 
상단에서 편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에서 방금 생성한 서비스 역할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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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콘솔에는 이제 백엔드 리소스를 배포할 권한이 있습니다.

혼동된 대리자 방지
혼동된 대리자 문제는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는 엔터티가 권한이 더 많은 엔터티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보안 문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차 서비스 혼동된 대리자 예방 (p. 141)을 참조하세요.

현재Amplify-Backend Deployment 서비스 역할에 대한 기본 신뢰 정책은 대리인이 혼동하지 않도
록aws:SourceArn 및aws:SourceAccount 글로벌 컨텍스트 조건 키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계정
에서Amplify-Backend Deployment 역할을 생성한 경우 역할의 신뢰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이러한 조건
을 추가하여 혼란스러운 대리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를 사용하여 계정의 앱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제의 빨간색 이11111예제의 텍스트
를 바꿉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Condition": { 
      "ArnLike": { 
        "aws:SourceArn": "arn:aws:amplify:us-east-1:123456789012:apps/*"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123456789012" 
      } 
    }

를 사용하여 역할에 대한 신뢰 정책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AWS Management Console IAM 사용 설
명서의 역할 수정 (콘솔)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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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성능 관리
Amplify의 기본 호스팅 아키텍처는 호스팅 성능과 배포 가용성 간의 균형을 최적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즉각적인 배포를 통한 즉각적인 캐시 무효화” (p. 107)을 참조하세요.

앱 성능을 세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고급 사용자를 위해 Amplify Hosting은 성능 모드를 지원합니다. 성
능 모드는 더 긴 간격 동안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엣지에 콘텐츠를 캐시된 유지하여 호스팅 호스
팅 호스팅 호스팅 호스팅 성능을 가속화하도록 최적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성능 모
드” (p. 107)을 참조하세요.

즉각적인 배포를 통한 즉각적인 캐시 무효화
Amplify Hosting은 모든 코드 커밋에서 CDN의 즉각적인 캐시 무효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CDN 캐싱의 
성능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도 단일 페이지 또는 정적 앱에 업데이트를 즉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Amplify가 캐시 무효화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AWS Amplify
콘솔은 모든 코드 커밋에서 인스턴트 캐시 무효화 및 델타 배포를 지원합니다.

성능 모드
Amplify 호스팅 호스팅 성능 모드는 더 긴 간격 동안 CDN 엣지에 콘텐츠를 캐시된 유지하여 호스팅 호스팅 
호스팅 호스팅 호스팅 성능을 가속화하도록 최적화합니다. 성능 모드가 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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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모드는 앱 성능을 세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고급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호스팅 성능과 배포 가용성 간
의 균형을 최적화하려면 기본the section called “즉각적인 배포를 통한 즉각적인 캐시 무효화” (p. 107) 호
스팅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의 성능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Amplify 콘솔을 엽니다.
2. 성능 모드를 활성화할 앱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앱 설정, 일반을 선택합니다.
4. 일반 창에서 브랜치 섹션까지 아래로 스크롤합니다. 성능 모드를 활성화하려는 브랜치를 선택합니다.
5. 동작, 성능 모드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6. 성능 모드 활성화 대화 상자에서 성능 모드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헤더를 사용하여 캐시 기간 제어
HTTPCache-Control 헤더max-age 및s-maxage 지시문은 앱의 콘텐츠 캐싱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max-age명령을 사용하면 에서 오리진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새로고침하기 전에 이 콘텐츠를 캐시에 보관하
려는 시간 (초) 을 브라우저에 알려줍니다. s-maxage명령을 사용하면 에서 오리진 서버로부터 콘텐츠를 새
로고침하기 전에 이 콘텐츠를 CDN 엣지에 콘텐츠를 새로고침하려는 시간 (초)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max-
age Amplify로 호스팅되는 앱은 사용자가 정의한 사용자 지정 헤더로 재정의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가 보
낸Cache-Control 요청 헤더를 존중하고 재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에서 에서 사용자 헤더를 구성하
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s-maxage지시문을 수동으로 조정하여 앱의 성능 및 배포 가용성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
텐츠가 엣지에 캐시되는 시간을 늘리려면 기본값인 600초 (10분) 보다 긴 값으로 업데이트하여 TTL (Times-
maxage to Live) 을 수동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Note

앱에 성능 모드가 활성화되면 Amplify는 사용자 지정 헤더를 사용하여 앱에 설정할 수 있는 최대 
TTL을 10분 (600초) 에서 하루 (86,400초) 로 늘립니다. Amplify는s-maxage 사용자 지정 헤더를 사
용하여 하루에 설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604,800초)s-maxage 으로 설
정하면 Amplify는 하루의 최대 TTL을 사용합니다.

Amplify 콘솔의 사용자 지정 헤더 섹션에서 앱의 사용자 지정 헤더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단단원을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참조하세요 (p. 92) 에 
대한s-maxage 사용자 지정 값을 지정하려면 다음 YAML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 예에서는 3,600초 (1시간) 
동안 엣지에 관련 콘텐츠를 캐시된 유지하여 엣지에 관련 콘텐츠를 캐시된 유지하여 엣지에 관련 콘텐츠를 
캐시된 유지하여 엣지에 관련 콘텐츠를 캐시된 유지

customHeaders: 
  - pattern: '/img/*' 
    headers: 
      - key: 'Cache-Control'  
        value: 's-maxage=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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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AmplifyAWS CloudTrail
AWS Amplify 에 통합되는 AWS CloudTrail은 Amplify에서 사용자, 역할, AWS 서비스의 활동 기록을 제공합
니다. CloudTrail은 Amplify에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Amplify 콘솔, Amplify API 작업 코드 호
출 등이 캡처됩니다. 추적을 생성하면, Amazon S3 버킷으로 Amplify 이벤트를 포함하는 CloudTrail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전송됩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CloudTrail 콘솔의 이벤트 기록에서 최근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CloudTrail이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Amplify에 전송된 요청, 요청 IP 주소, 요청자, 요청 
시기, 추가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CloudTrail 알아보려면 AWS CloudTrail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에서 정보를 증폭하세요 CloudTrail
CloudTrail AWS계정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Amplify 에서 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활동이 이
벤트 기록 (Event history) 에 다른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CloudTrail 이벤트 로그에 기록됩니다. AWS 계
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사용 설명서의 
CloudTrail 이벤트 기록과 함께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Aplplplplplplplplplplplplplplplplplify 이벤트를 포함하여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을 
생성합니다. 추적 을 사용하여 CloudTrail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
의 이벤트를 로깅하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
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User Guide의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

• AWS 계정에 대한 추적 생성
• CloudTrail 지원되는 서비스 및 통합
• 에 Amazon SNS 알림 구성 CloudTrail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항목 CloudTrail

모든 Amplify 작업은 AWS Amplify콘솔 API 레퍼런스,AWS Amplify Admin UI API 레퍼런스 및 Amplify 
UI 빌더 API 레퍼런스에 기록되고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CloudTrail 예를 들어CreateApp,DeleteApp
및DeleteBackendEnvironment 작업을 호출하면 CloudTrail 로그 파일에 항목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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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 역할 또는 연합된 사용자에 대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 다른AWS 서비스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의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십시오.AWS CloudTrail

Amplify
추적이란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
그 항목 이벤트는 모든 소스로부터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
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은 퍼블릭 호출의 순서 지정된 스택 트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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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는AWS Amplify 콘솔 API 참조 ListApps작업을 보여주는 CloudTrail 로그 항목입니다.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IDACKCEVSQ6C2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user/Mary_Major", 
        "accountId": "444455556666",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userName": "Mary_Major",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webIdFederationData":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21-01-12T05:48:10Z" 
            } 
        } 
    }, 
    "eventTime": "2021-01-12T06:47:29Z", 
    "eventSource": "amplify.amazonaws.com", 
    "eventName": "ListApps",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255", 
    "userAgent": "aws-internal/3 aws-sdk-java/1.11.898 
 Linux/4.9.230-0.1.ac.223.84.332.metal1.x86_64 OpenJDK_64-Bit_Server_VM/25.275-b01 
 java/1.8.0_275 vendor/Oracle_Corporation", 
    "requestParameters": { 
        "maxResults": "100"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1c026d0b-3397-405a-95aa-aa43aexample", 
    "eventID": "c5fca3fb-d148-4fa1-ba22-5fa63example", 
    "readOnly": true, 
    "eventType": "AwsApiCall", 
    "managementEvent": true, 
    "eventCategory": "Management", 
    "recipientAccountId": "444455556666"
}

다음 예제는AWS Amplify Adplify API 참조 ListBackendJobs작업을 보여주는 CloudTrail 로그 항목입니
다.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IDACKCEVSQ6C2EXAMPLE", 
        "arn": "arn:aws:iam::444455556666:user/Mary_Major", 
        "accountId": "444455556666",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userName": "Mary_Major",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webIdFederationData":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21-01-13T00:47:25Z" 
            } 
        } 
    }, 
    "eventTime": "2021-01-13T01:15:43Z", 
    "eventSource": "amplifybackend.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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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Name": "ListBackendJobs",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92.0.2.255", 
    "userAgent": "aws-internal/3 aws-sdk-java/1.11.898 
 Linux/4.9.230-0.1.ac.223.84.332.metal1.x86_64 OpenJDK_64-Bit_Server_VM/25.275-b01 
 java/1.8.0_275 vendor/Oracle_Corporation", 
    "requestParameters": { 
        "appId": "d23mv2oexample", 
        "backendEnvironmentName": "staging" 
    }, 
    "responseElements": { 
        "jobs": [ 
            { 
                "appId": "d23mv2oexample", 
                "backendEnvironmentName": "staging", 
                "jobId": "ed63e9b2-dd1b-4bf2-895b-3d5dcexample", 
                "operation": "CreateBackendAuth", 
                "status": "COMPLETED", 
                "createTime": "1610499932490", 
                "updateTime": "1610500140053" 
            }, 
            { 
                "appId": "d23mv2oexample", 
                "backendEnvironmentName": "staging", 
                "jobId": "06904b10-a795-49c1-92b7-185dfexample", 
                "operation": "CreateBackend", 
                "status": "COMPLETED", 
                "createTime": "1610499657938", 
                "updateTime": "1610499704458" 
            } 
        ], 
        "appId": "d23mv2oexample", 
        "backendEnvironmentName": "staging" 
    }, 
    "requestID": "7adfabd6-98d5-4b11-bd39-c7deaexample", 
    "eventID": "68769310-c96c-4789-a6bb-68b52example", 
    "readOnly": false, 
    "eventType": "AwsApiCall", 
    "managementEvent": true, 
    "eventCategory": "Management", 
    "recipientAccountId": "444455556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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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 보안
AW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가장 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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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의 보안 및 클라우드 내 보안
으로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 감사자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
안 효과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WS Amplify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AWS 서비스 를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귀하의 책임은 귀하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
의 민감도, 회사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Amplify를 사용할 때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항목
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표를 충족하도록 Amplify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Amplify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제
• Amplify의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p. 112)
• 교차 서비스 혼동된 대리자 예방 (p. 141)
• Amplify의 보안 이벤트 로깅 및 모니터링 (p. 142)
• Amplify 데이터 보호 (p. 143)
• AWS Amplify의 규정 준수 확인 (p. 144)
• AWS Amplify의 인프라 보안 (p. 145)

Amplify의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는 관리자가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WS 서비스입니다. IAM 관리자는 Amplify 리소스를 사용하도록 인증 (로그인) 및 권한 부
여 (권한 있음) 된 사용자를 제어합니다. IAM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주제
• 대상 (p. 112)
• 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p. 113)
•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p. 115)
• Amplplify가 IAM과 작동하는 방식 (p. 116)
• Amplplify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121)
• 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책 (p. 123)
• Amplify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p. 134)
• Amplify 권한 참조 (p. 136)

대상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를 사용하는 방법은 Amplify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달라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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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용자 - Amplify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격 증명과 권한을 관리자가 제공
합니다. 더 많은 Amplify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추가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권
한 관리 방식을 이해하면 적절한 권한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Amplify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plify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p. 134).

서비스 관리자 - 회사에서 Amplify 리소스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Amplify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
고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사용자가 액세스해야 하는 Amplify 기능과 리소스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IAM 관리자에게 요청을 제출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를 
검토하여 IAM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세요. 회사가 Amplify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plplify가 IAM과 작동하는 방식 (p. 116).

IAM 관리자 - IAM 관리자는 Amplify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정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고 할 수 있습니다. IAM에서 사용할 수 있는 Amplify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Amplplify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121).

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인증은 ID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에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나 IAM 사용자로 또
는 IAM 역할을 수임하여 인증(AWS에 로그인)되어야 합니다.

자격 증명 소스를 통해 제공된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페더레이션형 ID로 AWS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회사의 Single 
Sign-On 인증, Google 또는 Facebook 자격 증명이 페더레이션형 ID의 예입니다. 페더레이션형 ID로 로그인
할 때 관리자가 이전에 IAM 역할을 사용하여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설정했습니다. 페더레이션을 사용하
여 AWS에 액세스하면 간접적으로 역할을 수임합니다.

사용자 유형에 따라AWS Management Console 또는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에 로
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로그인 사용 설명서의 AWS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세
요.

AWS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경우,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에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및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를AWS 제공합니다. AWS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요청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권장 방법을 사용하여 요청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 API 요청에 서명을 참조하세요.

사용하는 인증 방법에 상관 없이 추가 보안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는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하여 계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다중 인증 및 IAM 사용 설명서의 AWS에서 다중 인증
(MFA)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계정 루트 사용자
AWS 계정을 생성할 때는 해당 계정의 모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단일 
로그인 ID로 시작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AWS 계정 루트 사용자라고 하며,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로그인하여 액세스합니다. 일상적인 태스크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루트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
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태스크의 전체 목록은 AWS Account Management 참조 안내서의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이 필요한 태스크를 참조하세요.

연동 자격 증명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자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를 포함한 사용자가 자격 증명 공급자와의 페더레이션을 사
용하여 임시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AWS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동 자격 증명은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디렉터리, 웹 자격 증명 공급자, AWS Directory Service,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의 사용자 또는 자격 증명 소스를 통해 제공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 서비스에 액세스
하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연동 자격 증명은 AWS 계정에 액세스할 때 역할을 수임하고 역할은 임시 자격 증
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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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액세스 관리를 위해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하거나 모든 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유한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및 그룹 집합에 연결하고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에
서 IAM Identity Center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IAM 사용자 및 그룹
IAM 사용자는 단일 개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내 자격 증명입니다. 
가능하면 암호 및 액세스 키와 같은 장기 보안 인증 정보가 있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대신 임시 보안 인증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AM 사용자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특정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액세
스 키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사용 사례의 경
우 정기적으로 액세스 키 교체를 참조하세요.

IAM 그룹은 IAM 사용자 컬렉션을 지정하는 자격 증명입니다. 귀하는 그룹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그룹
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의 권한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사용하면 대규모 사용자 집합의 권한
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Admins라는 그룹이 있고 이 그룹에 IAM 리소스를 관리할 권
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역할과 다릅니다. 사용자는 한 사람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고유하게 연결되지만, 역할은 해당 역할
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영구적인 장기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
은 임시 자격 증명만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사용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역할
이 아님)를 참조하세요.

IAM 역할
IAM 역할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계정 내 ID입니다. IAM 사용자와 유사하지만, 특정 개인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역할을 전환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IAM 역할을 임시로 수임할 수 있습니
다. AWS CLI 또는 AWS API 태스크를 호출하거나 사용자 지정 URL을 사용하여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역할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임시 자격 증명이 있는 IAM 역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페더레이션 사용자 액세스 -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역할의 
권한을 정의합니다.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가 인증되면 역할이 연결되고 역할에 정의된 권한이 부여됩
니다. 페더레이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Creating a role for a third-party Identity 
Provider(서드 파티 자격 증명 공급자의 역할 만들기)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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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IAM 사용자 권한 -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은 IAM 역할을 수임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다양한 권한을 임
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크로스 계정 액세스 - IAM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의 사용자(신뢰할 수 있는 보안 주체)가 내 계정의 리
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크로스 계정 액세스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AWS 서비스를 사용하면 역할을 (프록시로 사용하는 대신) 리소스에 정책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액세스를 위한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 교차 서비스 액세스 – 일부 AWS 서비스는 다른 AWS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서 
호출을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는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Amazon S3에 
객체를 저장합니다. 서비스는 호출하는 보안 주체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역할을 사용하거나, 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주체 권한 -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을 사용하여 AWS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보안 주체로 간

주됩니다. 정책은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다른 서비스에서 다른 
태스크를 트리거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 작업에 정책의 추가 종속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의 AWS 
Amplify에 대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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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역할 -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임하는 IAM 역할입
니다. IAM 관리자는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
용 설명서의 AWS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 서비스 연결 역할 –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서비스에 연결된 서비스 역할의 한 유형입니다.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계정에 
나타나고, 서비스가 소유합니다. IAM 관리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볼 수 있지만 편집은 할 수 없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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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턴
스 내에 액세스 키를 저장할 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C2 인스턴스에 AWS 역할을 할당하고 해당 역할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 연결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인
스턴스 프로파일에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으며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임시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
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IAM 역할을 사용할지 또는 IAM 사용자를 사용할지를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사용자 대신)
을 생성하는 경우를 참조하세요.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정책을 생성하고 AWS ID 또는 리소스에 연결하여 AWS 내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정책은 ID 또는 리소스와 
연결될 때 해당 권한을 정의하는 AWS의 객체입니다. AWS는 보안 주체(사용자, 루트 사용자 또는 역할 세
션)가 요청을 보낼 때 이러한 정책을 평가합니다. 정책에서 권한은 요청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지를 결정합
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AWS에 JSON 문서로서 저장됩니다. JSON 정책 문서의 구조와 콘텐츠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JSON 정책 개요를 참조하세요.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역할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필요한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
행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IAM 관리자가 IAM 정책을 생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가 IAM 정책을 역할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작업에 대한 권한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iam:GetRole 태스크를 허용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정책이 있는 사용자는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API에서 역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IAM 사용자,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과 같은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는 JSON 권한 
정책 문서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와 역할이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생
성을 참조하세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인라인 정책 또는 관리형 정책으로 한층 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정책은 단일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직접 포함됩니다. 관리형 정책은 AWS 계정에 속한 다수의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관리형 정책에는 AWS 관리형 정책과 고객 관리형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형 정책 또는 인라인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의 선택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기반 정책
리소스 기반 정책은 리소스에 연결하는 JSON 정책 문서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의 예는 IAM 역할 신뢰 정
책과 Amazon S3 버킷 정책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관리자는 이러한 정책
을 사용하여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연결된 리소스의 경우 정책은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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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주체가 해당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
에서 보안 주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 주체에는 계정, 사용자, 역할, 페더레이션 사용자 또는 AWS 서비스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은 해당 서비스에 있는 인라인 정책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는 IAM의 AWS 관리형 정
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L(액세스 제어 목록)
ACL(액세스 제어 목록)은 어떤 보안 주체(계정 멤버, 사용자 또는 역할)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ACL은 JSON 정책 문서 형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리소스 기반 정책과 유사합니
다.

Amazon S3, AWS WAF 및 Amazon VPC는 ACL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ACL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려면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CL(액세스 제어 목록) 개요를 참조하세요.

기타 정책 유형
AWS는 비교적 일반적이지 않은 추가 정책 유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 유형은 더 일반적인 정책 유형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권한 경계 – 권한 경계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에 따라 IAM 엔터티(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을 설정하는 고급 기능입니다. 엔터티에 대한 권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얻는 
권한은 개체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과 그 권한 경계의 교집합입니다. Principal 필드에서 사용자나 역할
을 보안 주체로 지정하는 리소스 기반 정책은 권한 경계를 통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에 
포함된 명시적 거부는 허용을 재정의합니다. 권한 경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엔
터티에 대한 권한 경계를 참조하세요.

• 서비스 제어 정책(SCP) – SCP는 AWS Organizations에서 조직 또는 조직 단위(OU)에 최대 권한을 지정하
는 JSON 정책입니다. AWS Organizations는 기업이 소유하는 여러 개의 AWS 계정을 그룹화하고 중앙에
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조직에서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서비스 제어 정책(SCP)을 임의의 또
는 모든 계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CP는 각 AWS 계정 루트 사용자를 비롯하여 멤버 계정의 엔터티에 
대한 권한을 제한합니다. 조직 및 SC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W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의 SCP 작
동 방식을 참조하세요.

• 세션 정책 – 세션 정책은 역할 또는 연합된 사용자에 대해 임시 세션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할 때 파
라미터로 전달하는 고급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얻는 세션의 권한은 사용자 또는 역할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교차와 세션 정책입니다. 또한 권한을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에 포함된 명시적 거부는 허용을 재정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세션 정책을 참조
하세요.

여러 정책 유형
여러 정책 유형이 요청에 적용되는 경우 결과 권한은 이해하기가 더 복잡합니다. 여러 정책 유형이 관련될 때 
AWS가 요청을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정책 평가 로직을 참조하세요.

Amplplify가 IAM과 작동하는 방식
IAM을 사용하여 Amplify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전에 Amplify에서 사용할 수 있는 IAM 기능을 알아봅니
다.

Amplify에서 사용할 수 있는 IAM 기능

IAM 기능 Amplify 지원

자격 증명 기반 정책 (p. 11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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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기능 Amplify 지원

리소스 기반 정책 (p. 117) 아니요

정책 작업 (p. 118) 예

정책 리소스 (p. 118) 예

정책 조건 키 (p. 119) 예

ACL (p. 119) 아니요

ABAC(정책의 태그) (p. 119) 부분적

임시 자격 증명 (p. 120) 예

보안 주체 권한 (p. 120) 예

서비스 역할 (p. 120) 예

서비스 연결 역할 (p. 121) 아니요

Amplify 및 기타AWS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IAM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 의 IAM으로 작업하는AWS 서비스 를 참조하세요.

Amplplify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지원 예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IAM 사용자,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과 같은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는 JSON 권한 
정책 문서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와 역할이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생
성을 참조하세요.

IAM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하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태스크와 리소스뿐 아니라 작업이 허용되거나 거
부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에서는 보안 주체가 연결된 사용자 또는 역할에 적용
되므로 보안 주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JSON 정책에서 사용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참조를 참조하세요.

Amplplify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Amplify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plplify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
제 (p. 121).

Amplify 내 리소스 기반 정책

리소스 기반 정책 지원 아니요

리소스 기반 정책은 리소스에 연결하는 JSON 정책 문서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의 예는 IAM 역할 신뢰 정
책과 Amazon S3 버킷 정책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관리자는 이러한 정책
을 사용하여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연결된 리소스의 경우 정책은 지정된 
보안 주체가 해당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

117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reference_aws-services-that-work-with-iam.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create.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create.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reference_policies_elements.html


AWS Amplify호스팅 사용 설명서
Amplplify가 IAM과 작동하는 방식

에서 보안 주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 주체에는 계정, 사용자, 역할, 페더레이션 사용자 또는 AWS 서비스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전체 계정이나 다른 계정의 IAM 개체를 리소스 기반 정책의 보안 주
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에 크로스 계정 보안 주체를 추가하는 것은 트러스트 관계 설정
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보안 주체와 리소스가 서로 다른 AWS 계정에 있는 경우 신뢰
할 수 있는 계정의 IAM 관리자는 보안 주체 엔터티(사용자 또는 역할)에도 리소스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
니다. 엔터티에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연결하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리소스 기반 정책이 동일 계정의 
보안 주체에 액세스를 부여하는 경우 추가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
용 설명서의 IAM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Amplify를 위한 정책 조치

정책 작업 지원 예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정책의 Action 요소는 정책에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태스크를 설명합
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작업의 이름은 연결된 AWS API 작업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일치하는 API 작업이 없
는 권한 전용 작업 같은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정책에서 여러 작업이 필요한 몇 가지 작업도 있습니다. 이
러한 추가 작업을 종속 작업이라고 합니다.

연결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에 작업을 포함시킵니다.

Amplify 작업 목록은 서비스 권한 부여AWS Amplify 참조에 정의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Amplify의 정책 작업은 작업 앞에 다음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amplify

단일 문에서 여러 작업을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쉼표로 구분합니다.

"Action": [ 
      "amplify:action1", 
      "amplify:action2" 
         ]

Amplify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plplify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
제 (p. 121).

Amplify를 위한 정책 리소스

정책 리소스 지원 예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JSON 정책 요소는 작업이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객체를 지정합니다. 문에는 Resource 또는
NotResource 요소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모범 사례에 따라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리소스 수준 권한이라고 하는 특정 리소스 유형을 지원하는 작업에 대해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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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나열과 같이 리소스 수준 권한을 지원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명령문이 모든 
리소스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Resource": "*"

Amplify 리소스 유형 및 해당 ARN의 목록은 서비스 승인 참조AWS Amplify 에서 정의한 리소스 유형을 참조
하세요. 각 리소스의 ARN을 지정할 수 있는 작업을 알아보려면 AWS Amplify가 정의한 작업을 참조하세요.

Amplify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plplify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
제 (p. 121).

Amplify 정책 조건 키

서비스별 정책 조건 키 지원 예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 요소(또는 Condition 블록)를 사용하면 정책이 발효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 요소는 선택 사항입니다. 같음이나 미만 같은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여 정책의 조건을 요청의 값
과 일치시키는 조건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에서 여러 Condition 요소를 지정하거나 단일 Condition 요소에서 여러 키를 지정하는 경우 AWS
는 논리적 AND 태스크를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단일 조건 키의 여러 값을 지정하는 경우 AWS는 논리적 OR
태스크를 사용하여 조건을 평가합니다. 문의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지정할 때 자리표시자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사용자에게 IAM 사용자 이름으
로 태그가 지정된 경우에만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요소: 변수 및 태그를 참조하세요.

AWS는 전역 조건 키와 서비스별 조건 키를 지원합니다. 모든 AWS 전역 조건 키를 보려면 IAM 사용 설명
서의 AWS 전역 조건 컨텍스트 키를 참조하세요.

Amplify 조건 키 목록은 서비스 인증AWS Amplify 참조의 조건 키를 참조하십시오. 조건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과 리소스를 알아보려면 AWS Amplify가 정의한 작업 단원을 참조하세요.

Amplify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plplify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
제 (p. 121).

Amplplyply의 액세스 제어 목록 (ACL)

ACL 지원 아니요

ACL(액세스 제어 목록)은 어떤 보안 주체(계정 멤버, 사용자 또는 역할)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ACL은 JSON 정책 문서 형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리소스 기반 정책과 유사합니
다.

ABAC (Amplify 기반 액세스 제어)

ABAC(정책의 태그) 지원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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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AWS에서는 이러
한 속성을 태그라고 합니다. IAM 엔터티(사용자 또는 역할) 및 많은 AWS 리소스에 태그를 연결할 수 있습니
다. ABAC의 첫 번째 단계로 엔터티 및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보안 주체의 태그가 액세스하
려는 리소스의 태그와 일치할 때 작업을 허용하도록 ABAC 정책을 설계합니다.

ABAC는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에서 유용하며 정책 관리가 번거로운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태그를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어하려면 aws:ResourceTag/key-name, aws:RequestTag/key-name 또
는 aws:TagKeys 조건 키를 사용하여 정책의 조건 요소에 태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가 모든 리소스 유형에 대해 세 가지 조건 키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 값은 서비스에 대해 예입니다. 서
비스가 일부 리소스 유형에 대해서만 세 가지 조건 키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 값은 부분적입니다.

ABA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ABAC란 무엇인가요?를 참조하세요. ABAC 설정 단계가 포
함된 자습서를 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ABAC) 사용을 참조하세요.

Amplplify에서 임시 자격 증명 사용

임시 자격 증명 지원 예

일부 AWS 서비스는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시 자격 증명으로 작동하
는 AWS 서비스를 비롯한 추가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면 임시 자격 증
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Single Sign-On(SSO) 링크를 사용하여 AWS에 액세스하면 해당 
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임시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또한 콘솔에 사용자로 로그인한 다음 역할을 전환할 
때 임시 자격 증명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역할 전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역할로 전환
(콘솔)을 참조하세요.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하여 임시 자격 증명을 수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임시 자
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장기 액세스 키를 사용하는 대신 임시 자격 
증명을 동적으로 생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의 임시 보안 자격 증명 섹션을 참조하세요.

Amplify의 서비스 간 보안 주체 권한

보안 주체 권한 지원 예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을 사용하여 AWS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보안 주체로 간주됩니다. 정책은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다른 서비스에서 다른 태스크를 트리거하는 태스크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에 정책의 추가 종
속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의 AWS Amplify에 대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Amplify의 서비스 역할

서비스 역할 지원 예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IAM 역할입니다. IAM 관리자
는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AWS 서
비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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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서비스 역할에 대한 권한을 변경하면 Amplify 기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Amplify가 관련 지침을 제
공하는 경우에만 서비스 역할을 편집하세요.

Amplify의 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스 연결 역할 지원 아니요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서비스에 연결된 서비스 역할의 한 유형입니다.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계정에 나타나고, 서비스가 소유합
니다. IAM 관리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볼 수 있지만 편집은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또는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 의 IAM으로 작업하는AWS 서비스
단원을 참조하세요. 서비스 연결 역할 열에서 Yes가 포함된 서비스를 테이블에서 찾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 링크를 선택합니다.

Amplplify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및 역할은 Amplify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AWS 
Management Console,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필요한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IAM 관리자가 IAM 
정책을 생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가 IAM 정책을 역할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예제 JSON 정책 문서를 사용하여 IAM ID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
서의 IAM 정책 생성을 참조하세요.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ARN 형식을 포함하여 Amplify에서 정의한 작업 및 리소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승인 참조 에서 에 대한 ARN 형식을 포함하여 Amplify에서 정의한 작업 및 리소스 유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서비스 승인 참조AWS Amplify 에서 에 대한 ARN 형식을 참조하세요.

주제
• 정책 모범 사례 (p. 121)
• Amplify 콘솔 사용 (p. 122)
• 사용자가 자신이 권한을 볼 수 있도록 허용 (p. 122)

정책 모범 사례
자격 증명 기반 정책에 따라 계정에서 사용자가 Amplify 리소스를 생성, 액세스 또는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결정됩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 AWS 계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거
나 편집할 때는 다음 지침과 권장 사항을 따르세요.

• AWS 관리형 정책으로 시작하고 최소 권한을 향해 나아가기 - 사용자 및 워크로드에 권한 부여를 시작하
려면 많은 일반 사용 사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합니다. 관리형 정책은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고유한 AWS 고객 관리형 정책을 정의하여 권한을 줄이는 것
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AWS managed policies(관리형 정책) 또는 AWS managed 
policies for job functions(직무에 대한 관리형 정책)를 참조하세요.

• 최소 권한 적용 – IAM 정책을 사용하여 권한을 설정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합니
다. 이렇게 하려면 최소 권한으로 알려진 특정 조건에서 특정 리소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합
니다. IAM을 사용하여 권한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에 있는  Policies and 
permissions in IAM(IAM의 정책 및 권한)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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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 정책의 조건을 사용하여 액세스 추가 제한 – 정책에 조건을 추가하여 작업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L을 사용하여 모든 요청을 전송해야 한다고 지정하는 정책 조건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특정 AWS 서비스(예: AWS CloudFormation)를 통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서비스 작업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조건을 
참조하세요.

• IAM Access Analyzer를 통해 IAM 정책을 검증하여 안전하고 기능적인 권한 보장 – IAM Access Analyzer
에서는 IAM 정책 언어(JSON)와 모범 사례가 정책에서 준수되도록 신규 및 기존 정책을 검증합니다. 
IAM Access Analyzer는 100개 이상의 정책 확인 항목과 실행 가능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기능적인 정책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Access Analyzer policy 
validation(IAM Access Analyzer 정책 검증)을 참조하세요.

• 다중 인증(MFA) 필요 – AWS 계정 계정에 IAM 사용자 또는 루트 사용자가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 
추가 보안을 위해 MFA를 설정합니다. API 작업을 호출할 때 MFA가 필요하면 정책에 MFA 조건을 추가합
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Configuring MFA-protected API access(MFA 보호 API 액세스 구
성)를 참조하세요.

IAM의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의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Amplify 콘솔 사용
AWS Amplify 콘솔에 액세스하려면 최소 권한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에서 Amplify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나열하고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AWS 계정 합니다. 최소 필수 권한보다 더 제한적인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만들면 콘솔이 해당 정책에 연결된 개체(사용자 또는 역할)에 대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습
니다.

AWS CLI 또는 AWS API만 호출하는 사용자에게 최소 콘솔 권한을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수행하
려는 API 작업과 일치하는 작업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Amplify Studio가 출시되면서 앱 또는 백엔드를 삭제하려면 두 가지amplify 모두와amplifybackend 권한
이 필요합니다. IAM 정책에서amplify 권한만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앱을 삭제하려고 할 때 권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정책을 작성하는 관리자인 경우 권한 참조를 (p. ) 사용하여 삭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사
용자에게 부여할 올바른 권한을 결정하십시오.

사용자와 역할이 Amplify 콘솔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AmplifyConsoleAccess 또
는ReadOnlyAWS 관리형 정책을 엔터티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에게 권한 
추가를 참조하세요.

사용자가 자신이 권한을 볼 수 있도록 허용
이 예제는 IAM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자격 증명에 연결된 인라인 및 관리형 정책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정책에는 콘솔에서 또는 AWS CLI나 AWS API를 사용하여 프로그래
밍 방식으로 이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ViewOwnUserInfo", 
            "Effect": "Allow", 
            "Action": [ 
                "iam:GetUserPolicy", 
                "iam:ListGroupsForUser", 
                "iam:ListAttachedUserPolicies", 
                "iam:ListUserPolicies", 
                "iam:GetUser" 
            ], 
            "Resource": ["arn:aws:iam::*:user/${aws:user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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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 "NavigateInConsole", 
            "Effect": "Allow", 
            "Action": [ 
                "iam:GetGroupPolicy", 
                "iam:GetPolicyVersion", 
                "iam:GetPolicy", 
                "iam:ListAttachedGroupPolicies", 
                "iam:ListGroupPolicies", 
                "iam:ListPolicyVersions", 
                "iam:ListPolicies", 
                "iam:ListUsers" 
            ], 
            "Resource": "*" 
        } 
    ]
}

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책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권한을 추가하려면 정책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것
이 편리합니다. 팀이 필요한 권한만 제공하는 IAM 고객 관리형 정책을 생성하는 데는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
요합니다. 빨리 시작하려면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적용되며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에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AWS 서비스 유지 관리 및 AWS 관리형 정책 업데이트입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서 권한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서비스는 때때로 추가 권한을 AWS 관리형 정책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유형의 업
데이트는 정책이 연결된 모든 자격 증명(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새로운 기능이 시작
되거나 새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AWS 관리형 정책에 업데이트됩니다. 서비스는 AWS 관리형 정책에
서 권한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업데이트로 인해 기존 권한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AWS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있는 직무에 대한 관리형 정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ReadOnlyAccessAWS관리형 정책은 모든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
다. 서비스에서 새 기능을 시작하면 AWS는 새 작업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을 추가합니다. 직무 정
책의 목록과 설명은 IAM 사용 설명서의 직무에 관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AWS 관리형 정책: AdministratorAccess -증폭
Amplify는 Amplify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역할에 이 정책을 연결합니
다. Amplify 콘솔에서 백엔드를 배포할 때는 Amplify가AWS 리소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Amplify 사용하
는Amplify-Backend Deployment 서비스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IAM은AdministratorAccess-
Amplify 관리형 정책을Amplify-Backend Deployment 서비스 역할에 연결합니다.

이 정책은 Amplify 애플리케이션이 백엔드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명
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계정 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 세부 정보

이 정책은 IAM 작업을 비롯한 여러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정책의 
ID를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하여 권한이 있는 다른 ID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23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create-console.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managed-vs-inline.html#aws-managed-policies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job-functions.html


AWS Amplify호스팅 사용 설명서
AWS 관리형 정책

권한 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하므로 이 정책도AdministratorAccess 정책만큼 강력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
니다.

이 정책은 모든 리소스에 대한iam:PassRole 작업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Amazon Cognito 사용자 풀 구
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CLICloudformationPolicy",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CreateChangeSet", 
                "cloudformation:CreateStack", 
                "cloudformation:DeleteStack", 
                "cloudformation:DescribeChangeSet", 
                "cloudformation:DescribeStackEvents", 
                "cloudformation:DescribeStackResource", 
                "cloudformation:DescribeStackResources",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cloudformation:ExecuteChangeSet", 
                "cloudformation:GetTemplate", 
                "cloudformation:UpdateStack", 
                "cloudformation:ListStacks", 
                "cloudformation:ListStackResources", 
                "cloudformation:DeleteStackSet", 
                "cloudformation:DescribeStackSet", 
                "cloudformation:UpdateStackSet" 
            ], 
            "Resource": [ 
                "arn:aws:cloudformation:*:*:stack/amplify-*" 
            ] 
        }, 
        { 
            "Sid": "CLIManageviaCFNPolicy", 
            "Effect": "Allow", 
            "Action": [ 
                "iam:ListRoleTags", 
                "iam:TagRole",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Policy", 
                "iam:DeletePolicy", 
                "iam:DeleteRole", 
                "iam:DeleteRolePolicy", 
                "iam:DetachRolePolicy", 
                "iam:PutRolePolicy", 
                "iam:UntagRole", 
                "iam:UpdateRole", 
                "iam:GetRole", 
                "iam:GetPolicy", 
                "iam:GetRolePolicy", 
                "iam:PassRole", 
                "iam:ListPolicyVersions", 
                "iam:CreatePolicyVersion", 
                "iam:DeletePolicyVersion", 
                "iam:CreateRole", 
                "iam:ListRolePolicies", 
                "iam:PutRolePermissionsBoundary", 
                "iam:DeleteRolePermissionsBoundary", 
                "appsync:CreateApiKey", 
                "appsync:CreateData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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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sync:CreateFunction", 
                "appsync:CreateResolver", 
                "appsync:CreateType", 
                "appsync:DeleteApiKey", 
                "appsync:DeleteDataSource", 
                "appsync:DeleteFunction", 
                "appsync:DeleteResolver", 
                "appsync:DeleteType", 
                "appsync:GetDataSource", 
                "appsync:GetFunction", 
                "appsync:GetIntrospectionSchema", 
                "appsync:GetResolver", 
                "appsync:GetSchemaCreationStatus", 
                "appsync:GetType", 
                "appsync:GraphQL", 
                "appsync:ListApiKeys", 
                "appsync:ListDataSources", 
                "appsync:ListFunctions", 
                "appsync:ListGraphqlApis", 
                "appsync:ListResolvers", 
                "appsync:ListResolversByFunction", 
                "appsync:ListTypes", 
                "appsync:StartSchemaCreation", 
                "appsync:UntagResource", 
                "appsync:UpdateApiKey", 
                "appsync:UpdateDataSource", 
                "appsync:UpdateFunction", 
                "appsync:UpdateResolver", 
                "appsync:UpdateType", 
                "appsync:TagResource", 
                "appsync:CreateGraphqlApi", 
                "appsync:DeleteGraphqlApi", 
                "appsync:GetGraphqlApi", 
                "appsync:ListTagsForResource", 
                "appsync:UpdateGraphqlApi", 
                "apigateway:DELETE", 
                "apigateway:GET", 
                "apigateway:PATCH", 
                "apigateway:POST", 
                "apigateway:PUT", 
                "cognito-idp:CreateUserPool", 
                "cognito-identity:CreateIdentityPool", 
                "cognito-identity:DeleteIdentityPool", 
                "cognito-identity:DescribeIdentity", 
                "cognito-identity:DescribeIdentityPool", 
                "cognito-identity:SetIdentityPoolRoles", 
                "cognito-identity:GetIdentityPoolRoles", 
                "cognito-identity:UpdateIdentityPool", 
                "cognito-idp:CreateUserPoolClient", 
                "cognito-idp:DeleteUserPool", 
                "cognito-idp:DeleteUserPoolClient", 
                "cognito-idp:DescribeUserPool", 
                "cognito-idp:DescribeUserPoolClient", 
                "cognito-idp:ListTagsForResource", 
                "cognito-idp:ListUserPoolClients", 
                "cognito-idp:UpdateUserPoolClient", 
                "cognito-idp:CreateGroup", 
                "cognito-idp:DeleteGroup", 
                "cognito-identity:TagResource", 
                "cognito-idp:TagResource", 
                "cognito-idp:UpdateUserPool", 
                "cognito-idp:SetUserPoolMfaConfig", 
                "lambda:AddPermission", 
                "lambda:CreateFunction", 
                "lambda:DeleteFunction", 
                "lambda:Get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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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lambda:InvokeAsync", 
                "lambda:InvokeFunction", 
                "lambda:RemovePermission", 
                "lambda:UpdateFunctionCode", 
                "lambda:UpdateFunctionConfiguration", 
                "lambda:ListTags", 
                "lambda:TagResource", 
                "lambda:UntagResource", 
                "lambda:AddLayerVersionPermission", 
                "lambda:CreateEventSourceMapping", 
                "lambda:DeleteEventSourceMapping", 
                "lambda:DeleteLayerVersion", 
                "lambda:GetEventSourceMapping", 
                "lambda:GetLayerVersion", 
                "lambda:ListEventSourceMappings", 
                "lambda:ListLayerVersions", 
                "lambda:PublishLayerVersion", 
                "lambda:RemoveLayerVersionPermission", 
                "lambda:UpdateEventSourceMapping", 
                "dynamodb:CreateTable", 
                "dynamodb:DeleteItem", 
                "dynamodb:DeleteTable", 
                "dynamodb:DescribeContinuousBackups",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DescribeTimeToLive", 
                "dynamodb:ListStreams", 
                "dynamodb:PutItem", 
                "dynamodb:TagResource", 
                "dynamodb:ListTagsOfResource", 
                "dynamodb:UntagResource", 
                "dynamodb:UpdateContinuousBackups", 
                "dynamodb:UpdateItem", 
                "dynamodb:UpdateTable", 
                "dynamodb:UpdateTimeToLive", 
                "s3:CreateBucket", 
                "s3:ListBucket", 
                "s3:PutBucketAcl", 
                "s3:PutBucketCORS", 
                "s3:PutBucketNotification", 
                "s3:PutBucketPolicy", 
                "s3:PutBucketWebsite", 
                "s3:PutObjectAcl", 
                "cloudfront:Create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cloudfront:CreateDistribution", 
                "cloudfront:Delete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cloudfront:DeleteDistribution", 
                "cloudfront:Ge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cloudfront:Ge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cloudfront:GetDistribution", 
                "cloudfront:GetDistributionConfig", 
                "cloudfront:TagResource", 
                "cloudfront:UntagResource", 
                "cloudfront:Update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cloudfront:UpdateDistribution", 
                "events:DeleteRule", 
                "events:DescribeRule", 
                "events:ListRuleNamesByTarget", 
                "events:PutRule", 
                "events:PutTargets", 
                "events:RemoveTargets", 
                "mobiletargeting:GetApp", 
                "kinesis:AddTagsToStream", 
                "kinesis:CreateStream", 
                "kinesis:DeleteStream", 
                "kinesis:Describe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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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esis:DescribeStreamSummary", 
                "kinesis:ListTagsForStream", 
                "kinesis:PutRecords", 
                "es:AddTags", 
                "es:CreateElasticsearchDomain", 
                "es:DeleteElasticsearchDomain", 
                "es:DescribeElasticsearchDomain", 
                "es:UpdateElasticsearchDomainConfig", 
                "s3:PutEncryptionConfiguration", 
                "s3:PutBucketPublicAccessBlock" 
            ], 
            "Resource": "*", 
            "Condition": { 
                "ForAnyValue:StringEquals": { 
                    "aws:CalledVia": [ 
                        "cloudformation.amazonaws.com" 
                    ] 
                } 
            } 
        }, 
        { 
            "Sid": "CLISDKCalls", 
            "Effect": "Allow", 
            "Action": [ 
                "appsync:GetIntrospectionSchema", 
                "appsync:GraphQL", 
                "appsync:UpdateApiKey", 
                "appsync:ListApiKeys", 
                "amplify:*", 
                "amplifybackend:*", 
                "amplifyuibuilder:*", 
                "sts:AssumeRole", 
                "mobiletargeting:*", 
                "cognito-idp:AdminAddUserToGroup", 
                "cognito-idp:AdminCreateUser", 
                "cognito-idp:CreateGroup", 
                "cognito-idp:DeleteGroup", 
                "cognito-idp:DeleteUser", 
                "cognito-idp:ListUsers", 
                "cognito-idp:AdminGetUser", 
                "cognito-idp:ListUsersInGroup", 
                "cognito-idp:AdminDisableUser", 
                "cognito-idp:AdminRemoveUserFromGroup", 
                "cognito-idp:AdminResetUserPassword", 
                "cognito-idp:AdminListGroupsForUser", 
                "cognito-idp:ListGroups", 
                "cognito-idp:AdminListUserAuthEvents", 
                "cognito-idp:AdminDeleteUser", 
                "cognito-idp:AdminConfirmSignUp", 
                "cognito-idp:AdminEnableUser", 
                "cognito-idp:AdminUpdateUserAttributes", 
                "cognito-idp:DescribeIdentityProvider", 
                "cognito-idp:DescribeUserPool", 
                "cognito-idp:DeleteUserPool", 
                "cognito-idp:DescribeUserPoolClient", 
                "cognito-idp:CreateUserPool", 
                "cognito-idp:CreateUserPoolClient", 
                "cognito-idp:UpdateUserPool", 
                "cognito-idp:AdminSetUserPassword", 
                "cognito-idp:ListUserPools", 
                "cognito-idp:ListUserPoolClients", 
                "cognito-idp:ListIdentityProviders", 
                "cognito-idp:GetUserPoolMfaConfig", 
                "cognito-identity:GetIdentityPoolRoles", 
                "cognito-identity:SetIdentityPoolRoles", 
                "cognito-identity:CreateIdentity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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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nito-identity:DeleteIdentityPool", 
                "cognito-identity:ListIdentityPools", 
                "cognito-identity:DescribeIdentityPool", 
                "dynamodb:DescribeTable", 
                "dynamodb:ListTables", 
                "lambda:GetFunction", 
                "lambda:CreateFunction", 
                "lambda:AddPermission", 
                "lambda:DeleteFunction", 
                "lambda:DeleteLayerVersion", 
                "lambda:InvokeFunction", 
                "lambda:ListLayerVersions", 
                "iam:PutRolePolicy", 
                "iam:CreatePolicy", 
                "iam:AttachRolePolicy", 
                "iam:ListPolicyVersions", 
                "iam:ListAttachedRolePolicies", 
                "iam:CreateRole", 
                "iam:PassRole", 
                "iam:ListRolePolicies", 
                "iam:DeleteRolePolicy", 
                "iam:CreatePolicyVersion", 
                "iam:DeletePolicyVersion", 
                "iam:DeleteRole", 
                "iam:DetachRolePolicy", 
                "cloudformation:ListStacks",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sns:CreateSMSSandboxPhoneNumber", 
                "sns:GetSMSSandboxAccountStatus", 
                "sns:VerifySMSSandboxPhoneNumber", 
                "sns:DeleteSMSSandboxPhoneNumber", 
                "sns:ListSMSSandboxPhoneNumbers", 
                "sns:ListOriginationNumbers", 
                "rekognition:DescribeCollection", 
                "logs:DescribeLogStreams", 
                "logs:GetLogEvents", 
                "lex:GetBot", 
                "lex:GetBuiltinIntent", 
                "lex:GetBuiltinIntents", 
                "lex:GetBuiltinSlotTypes", 
                "cloudformation:GetTemplateSummary", 
                "codecommit:GitPull", 
                "cloudfront:Ge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cloudfront:Ge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polly:DescribeVoices" 
            ], 
            "Resource": "*" 
        }, 
        { 
            "Sid": "AmplifySSMCalls", 
            "Effect": "Allow", 
            "Action": [ 
                "ssm:PutParameter", 
                "ssm:DeleteParameter", 
                "ssm:GetParametersByPath", 
                "ssm:GetParameters", 
                "ssm:GetParameter", 
                "ssm:DeleteParameters" 
            ], 
            "Resource": "arn:aws:ssm:*:*:parameter/amplify/*" 
        }, 
        { 
            "Sid": "GeoPowerUser", 
            "Effect": "Allow", 
            "Action": [ 
                "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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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 "*" 
        }, 
        { 
            "Sid": "AmplifyStorageSDKCalls", 
            "Effect": "Allow", 
            "Action": [ 
                "s3:CreateBucket", 
                "s3:DeleteBucket", 
                "s3:DeleteBucketPolicy", 
                "s3:DeleteBucketWebsite", 
                "s3:DeleteObject", 
                "s3:DeleteObjectVersion",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AllMyBuckets", 
                "s3:ListBucket", 
                "s3:ListBucketVersions", 
                "s3:PutBucketAcl", 
                "s3:PutBucketCORS", 
                "s3:PutBucketNotification", 
                "s3:PutBucketPolicy", 
                "s3:PutBucketVersioning", 
                "s3:PutBucketWebsite", 
                "s3:PutEncryptionConfiguration", 
                "s3:PutLifecycleConfiguration", 
                "s3:PutObject", 
                "s3:PutObjectAcl" 
            ], 
            "Resource": "*" 
        }, 
        { 
            "Sid": "AmplifySSRCalls", 
            "Effect": "Allow", 
            "Action": [ 
                "cloudfront:Create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cloudfront:CreateDistribution", 
                "cloudfront:CreateInvalidation", 
                "cloudfront:GetDistribution", 
                "cloudfront:GetDistributionConfig", 
                "cloudfront:Lis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ies", 
                "cloudfront:ListDistributions", 
                "cloudfront:ListDistributionsByLambdaFunction", 
                "cloudfront:ListDistributionsByWebACLId", 
                "cloudfront:ListFieldLevelEncryptionConfigs", 
                "cloudfront:ListFieldLevelEncryptionProfiles", 
                "cloudfront:ListInvalidations", 
                "cloudfront:ListPublicKeys", 
                "cloudfront:ListStreamingDistributions", 
                "cloudfront:UpdateDistribution", 
                "cloudfront:TagResource", 
                "cloudfront:UntagResource", 
                "cloudfront:ListTagsForResource", 
                "cloudfront:DeleteDistribution",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Role", 
                "iam:CreateServiceLinkedRole", 
                "iam:GetRole", 
                "iam:PutRolePolicy", 
                "iam:PassRole", 
                "lambda:CreateFunction", 
                "lambda:EnableReplication", 
                "lambda:DeleteFunction", 
                "lambda:GetFunction",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lambda:Publish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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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da:UpdateFunctionCode", 
                "lambda:UpdateFunctionConfiguration", 
                "lambda:ListTags", 
                "lambda:TagResource", 
                "lambda:UntagResource", 
                "route53:ChangeResourceRecordSets", 
                "route53:ListHostedZonesByName", 
                "route53:ListResourceRecordSets", 
                "s3:CreateBucket", 
                "s3:GetAccelerateConfigur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PutAccelerateConfiguration", 
                "s3:PutBucketPolicy", 
                "s3:PutObject", 
                "s3:PutBucketTagging", 
                "s3:GetBucketTagging", 
                "lambda:ListEventSourceMappings", 
                "lambda:CreateEventSourceMapping", 
                "iam:UpdateAssumeRolePolicy", 
                "iam:DeleteRolePolicy", 
                "sqs:CreateQueue", 
                "sqs:DeleteQueue", 
                "sqs:GetQueueAttributes", 
                "sqs:SetQueueAttributes", 
                "amplify:GetApp", 
                "amplify:GetBranch", 
                "amplify:UpdateApp", 
                "amplify:UpdateBranch" 
            ], 
            "Resource": "*" 
        }, 
        { 
            "Sid": "AmplifySSRViewLogGroups", 
            "Effect": "Allow", 
            "Action": "logs:DescribeLogGroups", 
            "Resource": "arn:aws:logs:*:*:log-group:*" 
        }, 
        { 
            "Sid": "AmplifySSRCreateLogGroup", 
            "Effect": "Allow", 
            "Action": "logs:CreateLogGroup", 
            "Resource": "arn:aws:logs:*:*:log-group:/aws/amplify/*" 
        }, 
        { 
            "Sid": "AmplifySSRPushLogs",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Stream", 
                "logs:PutLogEvents" 
            ], 
            "Resource": "arn:aws:logs:*:*:log-group:/aws/amplify/*:log-stream:*" 
        } 
    ]
}

AWS관리형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Amplify

이 서비스가 이러한 변경 내용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Amplify의AWS 관리형 정책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이 페이지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자동 알림을 받아보려면 AWS Amplify에 대한 문서 기
록 (p. 147) 페이지에서 RSS 피드를 구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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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AdministratorAccess-
Amplify (p. 123)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AWS AppSync리소스에서 태그 
제거를 지원하는 정책 작업을 추
가합니다.

Amazon Polly 리소스를 지원하는 
정책 작업을 추가합니다.

OpenSearch 도메인 구성 업데이
트를 지원하는 정책 작업을 추가
합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역할에서 태그 제거
를 지원하는 정책 작업을 추가합
니다.

Amazon DynamoDB 리소스에서 
태그의 제거를 지원하는 정책 작
업을 추가합니다.

CLISDKCalls명령문 블록
에cloudfront:Ge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및cloudfront:Ge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권한을 추가하여 Amplify 게시 및 
호스팅 워크플로를 지원합니다.

CLIManageviaCFNPolicy명
령문 블록
에s3:PutBucketPublicAccessBlock
권한을 추가하면 내부 버킷에서 
Amazon S3 블록 퍼블릭 액세
스 기능을AWS CLI 활성화하는 
Amazon S3 보안 모범 사례를 지
원할 수 있습니다.

CLISDKCalls명령문 블록
에cloudformation:DescribeStacks
권한을 추가하여 Amplify 백엔드 
프로세서에서 재시도 시 고객의
AWS CloudFormation 스택 검색
을 지원하여 스택이 업데이트되는 
경우 실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
니다.

CLICloudformationPolicy명
령문 블록
에cloudformation:ListStacks
권한을 추가합니다. 이 권한은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작업을 완전히 지원하는 데 필요
합니다.

2023년 2월 24일

AdministratorAccess-
Amplify (p. 123)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Amplify 서버측 렌더링 기능을 
통해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메
트릭을 푸시할 수 있도록 하는 

2022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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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CloudWatch 정책 작업을 추가합
니다AWS 계정.

AdministratorAccess-
Amplify (p. 123)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Amplify 배포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는 
정책 작업을 추가합니다.

2022년 4월 27일

AdministratorAccess-
Amplify (p. 123)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고객이 서버측 렌더링 (SSR) 앱
을 삭제하도록 허용하는 작업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CloudFront 배포를 성공적으로 삭
제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Amplify CLI를 사용
하여 기존 이벤트 소스의 이
벤트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Lambda 함수를 지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작업을 추가합니다. 
이러한AWS Lambda 변경으
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pdateEventSourceMapping

2022년 4월 17일

AdministratorAccess-
Amplify (p. 123)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정책 작업을 추가하여 모든 리소
스에서 Amplify UI Builder 작업을 
활성화합니다.

2021년 12월 2일

AdministratorAccess-
Amplify (p. 123)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소셜 자격 증명 공급자를 사용하
는 Amazon Cognito 인증 기능을 
지원하는 정책 작업을 추가합니
다.

Lambda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작
업을 추가합니다.

Amplify Storage 범주를 지원하는 
정책 작업을 추가합니다.

2021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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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AdministratorAccess-
Amplify (p. 123)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상호 작용 Amplify 카테고리를 지
원하는 Amazon Lex 작업을 추가
하십시오.

예측 Amplify 카테고리를 지원하
는 Amazon Rekognition 작업을 
추가하십시오.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에서 
MFA 구성을 지원하는 Amazon 
Cognito 작업을 추가합니다.

지원에 CloudFormation 액션 추가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Amplify Geo 카테고리를 지원하
는 아마존 Location Service 작업
을 추가합니다.

Amplify에서 Lambda 계층을 지원
하는 Lambda 작업을 추가합니다.

CloudWatch 이벤트를 지원하는 
CloudWatch 로그 작업을 추가합
니다.

스토리지 Amplify 카테고리를 지
원하는 Amazon S3 작업을 추가
합니다.

서버 측 렌더링 (SSR) 앱을 지원
하는 정책 작업을 추가합니다.

2021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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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AdministratorAccess-
Amplify (p. 123)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모든 Amplify 작업을 단
일amplify:* 액션으로 통합합
니다.

고객 Amazon S3 버킷 암호화를 
지원하는 Amazon S3 작업을 추
가합니다.

권한 경계가 활성화된 Amplify 앱
을 지원하는 IAM 권한 경계 작업
을 추가합니다.

발신 전화번호 보기, 대상 전화번
호 보기, 생성, 확인 및 삭제를 지
원하는 Amazon SNS 작업을 추가
합니다.

Amplify Studio: Amazon 
CognitoAWS Lambda, IAM 및
AWS CloudFormation 정책 작
업을 추가하여 Amplify 콘솔 및 
Amplify Studio에서 백엔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WS Systems Manager(SSM) 정
책 설명을 추가하여 Amplify 환경 
암호를 관리합니다.

Amplify 앱을 위한 Lambda 
계층을 지원하는AWS 
CloudFormationListResources
작업을 추가합니다.

2021년 7월 28일

Amplify, 변경 사항 추적 시작 시작 Amplify가AWS 관리형 정책에 대
한 변경 사항 추적을 시작했습니
다.

2021년 7월 28일

Amplify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Amplify 및 IAM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
다.

주제
• Amplify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p. 134)
• iam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PassRole (p. 135)
• 내AWS 계정 외부의 사용자가 Amplify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싶습니다. (p. 135)

Amplify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수신되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 오류는 mateojackson IAM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가상 my-example-widget 리소스에 대
한 세부 정보를 보려고 하지만 가상 amplify:GetWidget 권한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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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arn:aws:iam::123456789012:user/mateojackson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amplify:GetWidget on resource: my-example-widget

이 경우 amplify:GetWidget 작업을 사용하여 my-example-widget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mateojackson 사용자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관리자는 로그인 보안 인증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Amplify Studio가 출시되면서 앱 또는 백엔드를 삭제하려면 두 가지amplify 모두와amplifybackend 권한
이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권한만amplify 제공하는 IAM 정책을 작성한 경우 앱을 삭제하려고 하면 권한 오
류가 발생합니다.

다음 예제 오류는mateojackson IAM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가상example-amplify-app 리소스를 
삭제하려고 하지만amplifybackend:RemoveAllBackends 권한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User: arn:aws:iam::123456789012:user/mateojackson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amplifybackend;:RemoveAllBackends on resource: example-amplify-app

이 경우 Mateo는 example-amplify-app 태스크를 사용하여 amplifybackend:RemoveAllBackends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업데이트하라고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iam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PassRo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수신되면 Amplify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iam:PassRole

일부 AWS 서비스에서는 새 서비스 역할 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는 대신, 해당 서비스에 기존 역할
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가 서비스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
다.

다음 예제 오류는 라는 IAM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Amplify에서 작업을marymajor 수행하려고 하는 경
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려면 서비스에 서비스 역할이 부여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Mary는 
서비스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User: arn:aws:iam::123456789012:user/marymajor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PassRole

이 경우 Mary가 iam:PassRo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Mary의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관리자는 로그인 보안 인증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내AWS 계정 외부의 사용자가 Amplify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계정의 사용자 또는 조직 외부의 사람이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역할을 수임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 또는 ACL(액세스 제어 목
록)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 Amplify가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plplify가 IAM과 작동하는 
방식 (p. 116).

• 소유하고 있는 AWS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
서의 자신이 소유한 다른 AWS 계정의 IAM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 제공을 참조하세요.

•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서드 파티 AWS 계정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서드 파티가 소유한 AWS 계정에 대한 액세스 제공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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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증명 연동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외부에서 인증된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 제공(자격 증명 연동)을 참조하세요.

• 교차 계정 액세스를 위한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 사용의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Amplify 권한 참조
다음 표에는 각AWS Amplify Console API 작업,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권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
는AWS 리소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는 액세스 제어 및 쓰기 권한 정책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을 설정할 때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콘솔 API 작업 Amplify 필요한 권한 리소스

CreateApp amplify:CreateApp arn:aws:amplify: ##: ## 
ID:#/# ID

CreateBackendEnvironment amplify:CreateBackendEnvironmentarn:aws:amplify: ##: ## 
ID:#/# ID

CreateBranch amplify:CreateBranch arn:aws:amplify: ##: ## 
ID:#/# ID

CreateDeployment amplify:CreateDeployment arn:aws:amplify: ##: ## 
ID:#/# ID /##/## ##

CreateDomainAssociation amplify:CreateDomainAssociationarn:aws:amplify: ##: ## 
ID:#/# ID

CreateWebhook amplify:CreateWebhook arn:aws:amplify: ##: ## 
ID:#/# ID /##/## ##

DeleteApp amplify:DeleteApp arn:aws:amplify: ##: ## 
ID:#/# ID

DeleteBackendEnvironment amplify:DeleteBackendEnvironmentarn:aws:amplify: ##: ## 
ID:#/# ID

DeleteBranch amplify:DeleteBranch arn:aws:amplify: ##: ## 
ID:#/# ID /##/## ##

DeleteDomainAssociation amplify:DeleteDomainAssociationarn:aws:amplify: ##: ## 
ID:apps/ # ID /###/ ### 
##

DeleteJob amplify:DeleteJob arn:aws:amplify: ##: ## 
ID:#/# ID /##/## ## /##/
## ID

DeleteWebhook amplify:DeleteWebhook arn:aws:amplify: ##: ## 
ID:#/# ID

GenerateAccessLogs amplify:GenerateAccessLogs arn:aws:amplify: ##: ## 
ID:#/# ID

GetApp amplify:GetApp arn:aws:amplify: ##: ## 
ID:#/#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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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API 작업 Amplify 필요한 권한 리소스

GetArtifactUrl amplify:GetArtifactUrl arn:aws:amplify: ##: ## 
ID:#/# ID

GetBackendEnvironment amplify:GetBackendEnvironmentarn:aws:amplify: ##: ## 
ID:#/# ID

GetBranch amplify:GetBranch arn:aws:amplify: ##: ## 
ID:#/# ID /##/## ##

GetDomainAssociation amplify:GetDomainAssociationarn:aws:amplify: ##: ## 
ID:apps/ # ID /###/ ### 
##

GetJob amplify:GetJob arn:aws:amplify: ##: ## 
ID:#/# ID /##/## ## /##/
## ID

GetWebhook amplify:GetWebhook arn:aws:amplify: ##: ## 
ID:#/# ID

ListApps amplify:ListApps 필수 리소스 없음

ListArtifacts amplify:ListArtifacts arn:aws:amplify: ##: ## 
ID:#/# ID

ListBackendEnvironments amplify:ListBackendEnvironmentsarn:aws:amplify: ##: ## 
ID:#/# ID

ListBranches amplify:ListBranches arn:aws:amplify: ##: ## 
ID:#/# ID

ListDomainAssociations amplify:ListDomainAssociationsarn:aws:amplify: ##: ## 
ID:#/# ID

ListJobs amplify:ListJobs arn:aws:amplify: ##: ## 
ID:#/# ID /##/## ##

ListWebhooks amplify:ListWebhooks arn:aws:amplify: ##: ## 
ID:#/# ID

StartDeployment amplify:StartDeployment arn:aws:amplify: ##: ## 
ID:#/# ID /##/## ##

StartJob amplify:StartJob arn:aws:amplify: ##: ## 
ID:#/# ID /##/## ## /##/
## ID

StopJob amplify:StopJob arn:aws:amplify: ##: ## 
ID:#/# ID /##/## ## /##/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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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API 작업 Amplify 필요한 권한 리소스

TagResource amplify:TagResource arn:aws:amplify: ##: ## 
ID:#/# ID

또는

arn:aws:amplify: ##: ## 
ID:#/# ID /##/## ##

또는

arn:aws:amplify: ##: ## 
ID:#/# ID /##/## ## /##/
## ID

UntagResource amplify:UntagResource arn:aws:amplify: ##: ## 
ID:#/# ID

또는

arn:aws:amplify: ##: ## 
ID:#/# ID /##/## ##

또는

arn:aws:amplify: ##: ## 
ID:#/# ID /##/## ## /##/
## ID

UpdateApp amplify:UpdateApp arn:aws:amplify: ##: ## 
ID:#/# ID

UpdateBranch amplify:UpdateBranch arn:aws:amplify: ##: ## 
ID:#/# ID /##/## ##

UpdateDomainAssociation amplify:UpdateDomainAssociationarn:aws:amplify: ##: ## 
ID:apps/ # ID /###/ ### 
##

UpdateWebhook amplify:UpdateWebhook arn:aws:amplify: ##: ## 
ID:#/# ID

다음 표에는 각 Amplify Admin UI API 작업,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권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AWS 리소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UI API 작업 필요한 권한 리소스

CloneBackend amplifybackend:CloneBackendarn:aw:amplify###: ##: #
#-ID:###/#-ID

CreateBackend amplifybackend:CreateBackendarn:aw:amplify###: ##: #
#-ID:###/#-ID

CreateBackendAPI amplifybackend:CreateBackendAPIarn:aw:amplify###: ##: #
#-I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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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UI API 작업 필요한 권한 리소스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pi

CreateBackendAuth amplifybackend:CreateBackendAuth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uth

CreateBackendConfig amplifybackend:CreateBackendConfigarn:aw:amplify###: ##: #
#-ID:###/#-ID

CreateToken amplifybackend:CreateToken arn:aw:amplify###: ##: #
#-ID:###/#-ID

DeleteBackend amplifybackend:DeleteBackend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DeleteBackendAPI amplifybackend:DeleteBackendAPI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pi

DeleteBackendAuth amplifybackend:DeleteBackendAuth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uth

DeleteToken amplifybackend:DeleteToken arn:aw:amplify###: ##: #
#-ID:###/#-ID

GenerateBackendAPI 모델 amplifybackend:GenerateBackendAPIModels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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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UI API 작업 필요한 권한 리소스

GetBackend amplifybackend:GetBackend 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GetBackendAPI amplifybackend:GetBackendAPI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pi

GetBackendAPI 모델 amplifybackend:GetBackendAPIModels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pi

GetBackendAuth amplifybackend:GetBackendAuth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uth

GetBackendJob amplifybackend:GetBackendJob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

GetToken amplifybackend:GetToken arn:aw:amplify###: ##: #
#-ID:###/#-ID

ListBackendJobs amplifybackend:ListBackendJobs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

RemoveAllBackends amplifybackend:RemoveAllBackends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RemoveBackendConfig amplifybackend:RemoveBackendConfigarn:aw:amplify###: ##: #
#-I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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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UI API 작업 필요한 권한 리소스

UpdateBackendAPI amplifybackend:UpdateBackendAPI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pi

UpdateBackendAuth amplifybackend:UpdateBackendAuth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auth

UpdateBackendConfig amplifybackend:UpdateBackendConfigarn:aw:amplify###: ##: #
#-ID:###/#-ID

UpdateBackendJob amplifybackend:UpdateBackendJobarn:aw:amplify###: ##: #
#-ID:###/#-ID

arn:aws:amplify백엔드: ##: ## 
ID:###/ 앱 ID /##

교차 서비스 혼동된 대리자 예방
혼동된 대리자 문제는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는 엔터티가 권한이 더 많은 엔터티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보안 문제입니다. AWS에서는 교차 서비스 가장으로 인해 혼동된 대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차 서비스 가장은 한 서비스(호출하는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호출되는 서비스)를 호출할 때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는 서비스는 다른 고객의 리소스에 대해 액세스 권한이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권
한을 사용하도록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WS에서는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서비스 보안 주체를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합
니다.

AWS Amplify가 리소스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을 제한하려면 리소스 정책에서 aws:SourceArn 및
aws:SourceAccount 글로벌 조건 컨텍스트 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글로벌 조건 컨텍스트 키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aws:SourceAccount 값과 aws:SourceArn 값의 계정은 동일한 정책 문에서 사용할 
경우 동일한 계정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 값은 Amplify 앱의 분기aws:SourceArn ARN이어야 합니다. 이 값을 형식으로 지정합니
다arn:Partition:amplify:Region:Account:apps/AppId/branches/BranchName.

혼동된 대리자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리소스의 전체 ARN이 포함된 aws:SourceArn
글로벌 조건 컨텍스트 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리소스의 전체 ARN을 모를 경우 또는 여러 리소스를 지정하
는 경우, ARN의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aws:SourceArn 글로벌 조건 컨텍스트 키
를 사용합니다. 예: arn:aws:servicename::123456789012:*.

다음 예는 계정의 모든 Amplify 앱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혼란스러운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할 수 있는 역할 신뢰 정책을 보여줍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정책 예제의 빨간색 기울임꼴 텍스트를 본인
의 정보로 바꾸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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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ConfusedDeputyPreventionExamplePolicy",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amplify.me-south-1.amazonaws.com", 
          "amplify.eu-south-1.amazonaws.com", 
          "amplify.ap-east-1.amazonaws.com", 
          "amplifybackend.amazonaws.com", 
          "amplify.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ArnLike": { 
        "aws:SourceArn": "arn:aws:amplify:us-east-1:123456789012:apps/*"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123456789012" 
      } 
    } 
  }
}

다음 예시는 계정에서 지정된 Amplify 앱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혼란스러운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해 적용할 수 있는 역할 신뢰 정책을 보여줍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정책 예제의 빨간색 기울임꼴 텍스트
를 본인의 정보로 바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ConfusedDeputyPreventionExamplePolicy",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amplify.me-south-1.amazonaws.com", 
          "amplify.eu-south-1.amazonaws.com", 
          "amplify.ap-east-1.amazonaws.com", 
          "amplifybackend.amazonaws.com", 
          "amplify.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ArnLike": { 
        "aws:SourceArn": "arn:aws:amplify:us-east-1:123456789012:apps/d123456789/branches/
*"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123456789012" 
      } 
    } 
  }
}

Amplify의 보안 이벤트 로깅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Amplify 및 기타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AWS
는 Amplify를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를 하며 적절한 경우 자동 조치를 취하는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도
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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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은 에서 실행하는AWS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CloudWatchAWS 모니터링합니다. 
지표를 수집 및 추적하고,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특정 지표가 지정한 임계값에 도달하
면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의 CPU 사용량 또는 기타 지표를 CloudWatch 추적하고 필요할 때 자동으
로 새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mplify에서 CloudWatch 지표 및 경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모니터링(Monitoring) (p. 97).

• Amazon CloudWatch Logs 로 Amazon EC2 인스턴스, 기타 소스의 로그 파일을 모니터링AWS CloudTrail, 
저장 및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로그는 로그 파일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임계값에 도달
하면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내구력 있는 스토리지에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Log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AWS CloudTrail은 직접 수행하거나 AWS 계정을 대신하여 수행한 API 호출 및 관련 이벤트를 캡처하고 지
정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버킷에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어떤 사용자 및 계정
이 AWS를 호출했는지, 어떤 소스 IP 주소에 호출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호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을 사용하여 AmplifyAWS CloudTrail (p. 109)을 참조하세요.

• EventBridgeAmazon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서버리스 이벤트 
버스 서비스입니다. EventBridge 는 자체 애플리케이션, Software-as-a -Service (SaaS) 애플리케이션 및
AWS 서비스의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제공한 다음, 해당 데이터를 등의 대상으로AWS Lambda 라우팅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ventBridg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mplify 데이터 보호
AWS Amplify 서비스는 AWS 공동 책임 모델을 준수하며, 이 모델에는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AWS는 모든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AWS는 고
객 콘텐츠 및 개인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보안 구성 제어 등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하는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
을 보유합니다. 데이터 제어자 또는 데이터 처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AWS 고객과 APN 파트너는 AWS 클
라우드에 올린 모든 개인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AWS 계정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또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통해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됩니
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계정마다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합니다.
• SSL/TLS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 AWS CloudTrail로 API 및 사용자 활동 로깅을 설정합니다.
• AWS 암호화 솔루션을 AWS 서비스 내의 모든 기본 보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합니다.
• Amazon S3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mazon Macie와 같은 고급 관리

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름 필드와 같은 자유 형식 필드에 고객 계정 번호와 같은 중요 식별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여기에
는 콘솔AWS CLI, API 또는AWS SDK를 사용하여 Amplify 또는 기타AWS 서비스를 처리하는 경우가 포함됩
니다. Amplify 또는 기타 서비스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진단 로그에 포함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 증명 정보를 URL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
조하세요.

유휴 시 암호화
유휴 데이터 암호화는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무단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mplify는 기본적으로 에서 관리하는 AmazonAWS KMS keys S3를 사용하여 앱의 빌드 아티팩트를 암호화
합니다AWS Key Managemen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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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y는 Amazon을 CloudFront 사용하여 고객에게 앱을 제공합니다. CloudFront 는 엣지 로케이션 POP 
(상호 접속 위치) 용으로 암호화된 SSD 및 Regional Edge Caches (REC) 용으로 암호화된 EBS 볼륨을 사용
합니다. Functions의 CloudFront 함수 코드 및 구성은 항상 엣지 로케이션 POP의 암호화된 SSD 및 에서 사
용하는 다른 스토리지 위치에 암호화된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CloudFront.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는 데이터가 통신 엔드포인트 간을 이동하는 동안 데이터를 가로채기에서 보호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Amplify Hosting은 기본값으로 전송 중인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고객과 
Amplify 간 및 Amplify와 다운스트림 종속성 간의 모든 통신은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서명된 
TLS 연결을 사용하여 보호됩니다. 모든 Amplify 호스팅 엔드포인트는AWS Certificate Manager 사설 인증 기
관에서 관리하는 SHA-256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 및 ACM PCA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키 관리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는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제어
하는AWS KMS keys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 Amplify고객을 대신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관리할 암호화 키가 없습니다.

AWS Amplify의 규정 준수 확인
타사 감사자는 여러 AWS Amplify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WS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SOC, PCI, PCI, PCI, PCI, PCI, PCI, CS, PCI, CS, PCI, CS, PCI, CS, PCI, CS, PCI, CS, PCI, CS, 
PCI, CS, PCI, HIPAA, HIPAA, H

AWS 서비스가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려면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스를 참조하고 관심 있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인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
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에서 보
고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AWS 서비스 사용 시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의 규정 준수 목표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에서는 규정 준수를 지원할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 – 이 배포 안내서에서는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AWS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Amazon Web Services에서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술 백서 설계 - 이 백서는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
여 HIPAA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e

모든 AWS 서비스에 HIPAA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HIPAA 적격 서비스 참
조를 참조하세요.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고객 조직이 속한 산업 및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워크북 및 가이드 콜렉션 입니
다.

•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의 규칙을 사용하여 리소스 평가 – AWS Config 서비스는 내부 사례, 산업 지침 
및 규제에 대한 리소스 구성의 준수 상태를 평가합니다.

• AWS Security Hub – 이 AWS 서비스는 AWS 내의 보안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기를 제공합니다. 
Security Hub는 보안 제어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평가하고 보안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서비스 및 제어 목록은 Security Hub 제어 참조를 참조하세요.

• AWS Audit Manager - 이 AWS 서비스는 AWS 사용을 지속해서 감사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규정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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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mplify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서비스로서AWS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으로AWS Amplify 보호됩니다. AWS 보안 서비스와 AWS의 
인프라 보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클라우드 보안을 참조하세요. 인프라 보안에 대한 모범 사례를 
사용하여 AWS 환경을 설계하려면 보안 원칙 AWS Well‐Architected Framework의 인프라 보호를 참조하세
요.

에서AWS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Amplify에 액세스합니다. 고객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 전송 계층 보안 (TLS). TLS 1.2가 필요하며 TLS 1.3을 권장합니다.
• DHE(Ephemeral Diffie-Hellman) 또는 ECDHE(Elliptic Curve Ephemeral Diffie-Hellman)와 같은 완전 전송 

보안(PFS)이 포함된 암호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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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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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mplify호스팅 레퍼런스
이 섹션의 주제를 통해 에 대한 IEM 문서를 찾아보세요AWS Amplify.

주제
• AWS CloudFormation 지원 (p. 146)
• AWS Command Line Interface 지원 (p. 146)
• 리소스 태깅 지원 (p. 146)

AWS CloudFormation 지원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사용하여 Amplify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여 반복 가능하고 안정적인 웹 앱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AWS CloudFormation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인프라 리소스를 설명 및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제공하며, 클릭 몇 번으로 여러AWS 계정 및/또는 지역에 간편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
다.

Amplify 호스팅에 대해서는 Amplify CloudFormatio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mplify 스튜디오의 경우
Amplify UI 빌더 CloudFormation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Command Line Interface 지원
AWS Command Line Interface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Amplify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I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태깅 지원
를 사용하여 AmplifyAWS Command Line Interface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I태그 리소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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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mplify에 대한 문서 기록
다음 표에서는 AWS Amplify의 최신 릴리스가 발표된 이후 이 설명서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
다.

• 최종 설명서 업데이트: 2023년 2월 24일

변경 사항 설명 날짜

관리형 정책 주제 Amplify의AWS 관리형 정책에 대
한 최근 변경 사항을 설명하도
록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
책 (p. 123) 주제를 업데이트했습
니다.

2023년 2월 24일

서버 측 렌더링 장 장 Next.js 버전 12 및 13에 대한 
Amplify의 지원에 대한 최근 변경 
사항을 설명하도록Amplify 호스팅
을 사용하여 서버 측 렌더링 앱을 
배포하세요 (p. 13) 장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관리형 정책 주제 Amplify의AWS 관리형 정책에 대
한 최근 변경 사항을 설명하도
록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
책 (p. 123) 주제를 업데이트했습
니다.

2022년 8월 30일

관리형 정책 주제 Amplify Studio를 사용하여 백엔드
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풀
스택 연속 배포 시작하기 (p. 9) 주
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2년 8월 23일

관리형 정책 주제 Amplify의AWS 관리형 정책에 대
한 최근 변경 사항을 설명하도
록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
책 (p. 123) 주제를 업데이트했습
니다.

2022년 4월 27일

관리형 정책 주제 Amplify의AWS 관리형 정책에 대
한 최근 변경 사항을 설명하도
록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
책 (p. 123) 주제를 업데이트했습
니다.

2022년 4월 17일

새 GitHub 앱 기능 출시 GitHub 리포지토리에 대한 
Amplify 액세스를 승인하기 위한 
새 GitHub 앱을 설명하는 GitHub
리포지토리에 대한 Amplify 액세
스 설정 (p. 69) 주제를 추가했습
니다.

2022년 4월 5일

새로운 Amplify 스튜디오 기능 출
시

시각적 디자이너가 백엔드 데이
터에 연결할 수 있는 UI 구성 요소
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Amplify 

2021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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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Studio의 업데이트를 설명하도
록AWS Amplify호스팅에 오신 것
을 환영합니다 (p. 1) 주제를 업데
이트했습니다.

관리형 정책 주제 Amplify Studio를 지원하기 위한 
Amplify의AWS 관리형 정책에 대
한 최근 변경 사항을 설명하도
록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
책 (p. 123) 주제를 업데이트했습
니다.

2021년 12월 2일

관리형 정책 주제 Amplify의AWS 관리형 정책에 대
한 최근 변경 사항을 설명하도
록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
책 (p. 123) 주제를 업데이트했습
니다.

2021년 11월 8일

관리형 정책 주제 Amplify의AWS 관리형 정책에 대
한 최근 변경 사항을 설명하도
록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
책 (p. 123) 주제를 업데이트했습
니다.

2021년 9월 27일

관리형 정책 주제 AWS Amplify의 AWS 관리형 정
책 (p. 123)Amplify에 대한AWS 관
리형 정책 및 해당 정책에 대한 최
근 변경 사항을 알아보세요.

2021년 7월 28일

서버 사이드 렌더링 챕터 업데이
트

Next.js 버전 10에 대한 새로운 지
원을 설명하도록Amplify 호스팅을 
사용하여 서버 측 렌더링 앱을 배
포하세요 (p. 13) 장을 업데이트했
습니다. x. x 및 Next.js 버전 11입
니다.

2021년 7월 22일

빌드 설정 구성 챕터 업데이트 Amplify를 사용하여 monorepo 
앱을 배포할 때 빌드 설정과 
새AMPLIFY_MONOREPO_APP_ROOT
환경 변수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
명하는모노레포 빌드 설정 (p. 45)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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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기능 브랜치 배포 챕터 업데이트 빌드 시aws-exports.js 파일
을 자동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
는Amplify 구성의 자동 빌드 타임 
생성 (p. 60) 항목을 추가했습니
다. 조건부 백엔드 빌드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조건부 백엔
드 빌드 (p. 61) 주제를 추가했습
니다. 새 앱을 만들거나, 새 브랜치
를 기존 앱에 연결하거나, 다른 백
엔드 환경을 가리키도록 기존 프
론트엔드를 업데이트할 때 기존 
백엔드를 재사용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여러 앱에서 Amplify 백엔드 
사용 (p. 61) 항목이 추가되었습니
다.

2021년 6월 30일

보안 장 장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
과 Amplify가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 및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Amplify 데
이터 보호 (p. 143) 항목을 추가했
습니다.

2021년 6월 3일

SSR 기능 출시를 위한 새로운 지
원

서버 측 렌더링 (SSR) 을 사용하
고 Next.js 로 생성된 웹 앱에 대한 
Amplify 지원을 설명하는Amplify 
호스팅을 사용하여 서버 측 렌더
링 앱을 배포하세요 (p. 13) 장을 
추가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새로운 보안 장 Amplify를 사용할 때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과 보안 
및 규정 준수 목표를 충족하도록 
Amplify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Amplify 보안 (p. 112) 장을 추
가했습니다.

2021년 3월 26일

업데이트된 주제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Public에서 호스팅되는 
사용자 지정 빌드 이미지를 구성
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
자 지정 빌드 이미지 및 라이브 패
키지 업데이트 (p. ) 주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1년 3월 12일

모니터링 주제 Amazon CloudWatch 지표 데
이터에 액세스하고 경보를 설정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모니터
링 (p. ) 주제를 업데이트했
습니다.

2021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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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새 CloudTrail 로깅 주제 AWS Amplify콘솔 API 참조 및
AWS Amplify 관리 UI API 참조
에 대한 모든 API 작업을AWS 
CloudTrail 캡처하고 기록하는 방
법을 설명하는AWS CloudTrail 주
제를 사용하여 Logging Amplify 
API 호출을 (p. ) 추가했습니
다.

2021년 2월 2일

새 관리자 UI 기능 출시 프론트엔드 웹 및 모바일 개발자
가 외부에서 앱 백엔드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각적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Admin UI를 
설명하도록AWS Amplify호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 1) 주제
를AWS Management Console 업
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새로운 퍼포먼스 모드 기능 출시 성능 모드를 활성화하여 더 빠른 
호스팅 성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앱 성능 관리 (p. )
항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11월 4일

사용자 지정 헤더 주제를 업데이
트했습니다.

콘솔을 사용하거나 YML 파일을 
편집하여 Amplify 앱의 사용자 지
정 헤더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 사용자 지정 헤더 주제를 업
데이트했습니다. (p. )

2020년 10월 28일

새로운 auto 하위 도메인 기능 출
시

Amazon Route 53 사용자 지정 도
메인에 연결된 앱에 패턴 기반 기
능 분기 배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Route 53 사용자 지정 
도메인의 자동 하위 (p. ) 도
메인 설정 주제를 추가했습니다.
하위 도메인에서 액세스할 수 있
도록 풀 리퀘스트의 웹 미리 보기
를 (p. 74)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
하는 하위 도메인을 통한 웹 미리 
보기 액세스 주제를 추가했습니
다.

2020년 6월 20일

새 알림 주제 빌드가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이
해관계자나 팀 구성원에게 알리도
록 Amplify 앱의 이메일 알림을 설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알림 주
제를 추가했습니다. (p. )

2020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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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커스텀 도메인 주제를 업데이트했
습니다.

Amazon Route 53 및 Google 
도메인에서 사용자 지정 도메
인을 추가하는 절차를 개선하
기 위해사용자 지정 도메인 설
정 (p. 27) 주제를 업데이트했습니
다. GoDaddy 이 업데이트에는 사
용자 지정 도메인 설정을 위한 새
로운 문제 해결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AWS Amplify해제 이 릴리스에서는 Amplify가 도입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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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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