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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인

AWS Compute Optimizer란 무엇인가
요?

AWS Compute Optimizer는 AWS 리소스의 구성 및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리소스가 
최적 상태인지 여부를 보고하고 최적화 권장 사항을 생성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워크로드의 성능을 개선합니
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또한 최근 사용률 지표 기록 데이터와 권장 사항에 대한 예상 사용률을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공하므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권장 사항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시각화하면 실행 중인 리소스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시기를 결정하면서도 성능 
및 용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콘솔 환경과 여러AWS 지역의 리소스에 대한 분석 결과 및 권장 사항을 볼 
수 있는 API 세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직의 관리 계정을 선택하면 여러 계정의 결과 및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결과는 Amazon EC2 콘솔과 같은 지원되는 서비스의 콘솔에도 보고됩니다.

옵트인
옵트인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
• Amazon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
• Amazon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볼륨
• AWS Lambda 함수
•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AWS Fargate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려면 해당 리소스가 특정 요구 
사항 세트를 충족하고 충분한 메트릭 데이터를 축적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리소스 및 요구 사
항 (p. 3)을 참조하세요.

옵트인
Compute Optimizer가AWS 리소스를 분석하도록 하려면 옵트인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형AWS 계
정, 조직의 구성원 계정 및 조직의 관리 계정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mpute Optimizer 시작하
기 (p. 7)을 참조하세요.

지표 분석
옵트인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지난 14일 CloudWatch 동안 Amazon에서 제공한 리소스의 사
양 및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인스턴스의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vCPUs, 메모리, 스토리지 및 기타 사양을 분석합니다. 또한 현재 실행 중인 인스턴스의 CPU 사
용률, 네트워크 입력 및 출력, 디스크 읽기 및 쓰기, 기타 사용률 지표를 분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석한 지
표AWS Compute Optimizer (p. 25)을 참조하세요.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APIReference/Welcome.html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APIReference/Welcome.html


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권장 사항 강화

권장 사항 강화
옵트인한 후에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유료 기능과 같은 추천 기본 설정을 활성화하여 추천을 개선할 수 있습
니다.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를 비롯한 EC2 인스턴스의 지표 분석 룩백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합니다 
(기본값 14일 대비). 자세한 정보는 권장 설정 지정 (p. 29)을 참조하세요.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결과는 Compute Optimizer 대시보드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시보드 보기 최
적화 인스턴스 보기AWS Compute Optimizer 대시 (p. 49)을 참조하세요.

각 리소스에 대한 상위 최적화 권장 사항은 권장 사항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정 리소스에 대한 상위 
3개의 최적화 권장 사항 및 사용률 그래프는 리소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리소스 권장 사항 보기 (p. 56)을 참조하세요.

최적화 권장 사항을 익스포트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기록하고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자세한 정
보는 권장 사항 내보내기 (p. 87)을 참조하세요.

가용성
Compute Optimizer에 대해 현재 지원되는AWS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보려면 AWS일반 참조의 Compute 
Optimizer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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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Watch지표 요구 사항

지원되는 리소스 및 요구 사항
AWS Compute Optimizer다음 리소스의 경우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
• Amazon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
• Amazon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볼륨
• AWS Lambda 함수
•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AWS Fargate

추천을 받으려면 리소스가 다음 AmazonCloudWatch (CloudWatch) 지표 및 리소스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CloudWatch지표 요구 사항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권장 사항을 생성하기 위해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CloudWatch 
지표 데이터 요구 사항을 적용합니다.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CloudWatch 지표 데이터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
습니다.

• Amazon EC2 인스턴스에는 지난 14일 동안 30시간 이상의 지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
표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EC2 인스턴스에는 지난 93일 동안 30시간 이상의 지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을 참조하십시오.

• Auto Scaling 그룹에는 연속 30시간 이상의 지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Amazon EBS 볼륨에는 연속 30시간 이상의 지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는 최소 24시간 분량의 지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Lambda 함수에는CloudWatch 지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소스에 지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Compute Optimizer 콘솔에 권장 사항이 표시되기 전에 시간
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에서 분석하는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확인하세요분석한 지표AWS Compute Optimizer (p. 25).

리소스에 충분한 지표 데이터가 있지만 권장 사항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여전히 리소스를 분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완료하는 데 최대 24시
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Compute Optimizer 콘솔에 리소스 권장 사항이 표시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요구 사항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여러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지원되는 유형 외에도 
지원되지 않는 인스턴스 유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지원되는 인스
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만 생성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사용할 수AWS 리전 있는 모든 인스
턴스에서 모든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인스턴스 유형 각각에 지원되는 지역
을 확인하려면 Amazon EC2 Linux 인스턴스용 사용 설명서 의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 찾기 를 참조하
세요.

Note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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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Amazon EC2 인스턴스 요구 사항

다음 목록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지원하는 인스턴스 유형을 보여줍니다.

• C1
• C3
• C4
• C5
• C5a
• C5ad
• C5d
• C5n
• C6a
• C6g
• C6gd
• C6gn
• C6i
• C6in
• C7g
• D2
• D3
• D3en
• H1
• Hpc6a
• I2
• I3
• I3en
• Im4gn
• Is4gen
• M1
• M2
• M3
• M4
• M5
• M5a
• M5ad
• M5d
• M5dn
• M5n
• M5zn
• M6a
• M6g
• M6gd
• M6i
• M6idn
• M6in
• R3
•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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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Auto Scaling 그룹 요구 사항

• R5
• R5a
• R5ad
• R5b
• R5d
• R5dn
• R5n
• R6g
• R6gd
• R6i
• R6idn
• R6in
• T1
• T2
• T3
• T3a
• T4g
• X1
• X1e
• X2gd
• z1d

Note

목록에 없는 EC2 인스턴스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Auto Scaling 그룹 요구 사항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을 실행하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지원되는 인스턴스 유형은 이전Amazon EC2 인스턴스 요구 사항 (p. 3) 섹션에 나열되어 있
습니다.

또한 Auto Scaling 그룹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일 인스턴스 유형만 실행합니다 (혼합 인스턴스 유형 없음).
• 원하는 용량, 최소 용량 및 최대 용량의 값이 모두 동일합니다 (예: 고정된 수의 인스턴스가 있는 Auto 

Scaling 그룹).
• 스케일링 정책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 오버라이드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Compute Optimizer는 이러한 구성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오토 스케일링의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
을 생성합니다.

Amazon EBS 볼륨 요구 사항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인스턴스에 연결된 다음 EBS 볼륨 유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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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Lambda 함수 요구 사항

• HDDst1 및sc1
• General al pose al al al algp2gp3
• 프로비저닝된 IOPS SSDio1io2, 및io2 Block Express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또한 이전 세대 HDD 마그네틱 볼륨에서 데이터를 이동하기 위한 권장 사항
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이전 세대 볼륨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는 볼륨이 인스턴스에CloudWatch 연결될 때만 에 보고됩니다. 볼륨은 최소 30시간 연속 인스턴스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Lambda 함수 요구 사항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Lambda 함수에 대해서만 메모리 크기 권장 사
항을 생성합니다.

• 구성된 메모리는 1,792M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 함수가 지난 14일 동안 50회 이상 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함수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 코드는 
1,792MB보다 큰 메모리를 구성한 함수에 적용됩니다. 데이터 부족은 지난 14일 동안 50회 미만으로 호출된 
함수에 적용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함수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으며 권장 사항을 받지 않습니
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Fargate에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려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다음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에는 최소 24시간CloudWatch 및 지난 14일 동안의 Amazon ECS 사용률 지표가 있습니다.
• 스텝 스케일링 정책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 CPU와 메모리에는 타겟 스케일링 정책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Note

대상 추적 정책이 서비스의 CPU에만 연결된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메모리 크
기 권장 사항만 생성합니다. 또는 대상 추적 정책이 서비스 메모리에만 연결된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 크기 권장 사항만 생성합니다.

• 서비스 실행 상태는 SteadyState또는 입니다 MoreWork.

분석된 지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Fargate 기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지표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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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Compute Optimizer 옵티마이저에서 지원하는 계정

AWS Compute Optimizer 시작하기
AWS Compute Optimizer콘솔에 처음 액세스하면 로그인한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옵트인하거나 옵트아웃해야 합니다. 또한 Compute Optimizer API,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또는 SDK를 사용하여 옵트인하거나 옵트아웃할 수도 있습니다.

옵트인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AWS 리소스의 사양 및 사용률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C2 인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옵티마이저에서 지원하는 계정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옵트인할 수 있는AWS 계정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형AWS 계정

AWS Organizations활성화되지AWS 계정 않은 독립 실행형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형 계정에 로그인한 상
태에서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로그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계정의 리소스를 분석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 조직의 구성원 계정

AWS 계정그리고 그 사람은 한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조직의 구성원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로그인한 경우 그러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멤버 계정의 리소스만 분석
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 조직의 관리 계정

AWS 계정그리고 그것은 조직을 관리합니다.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로그인한 경우 그런 다음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관리 계정만 옵트인하거나 관리 계
정과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을 옵트인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Important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을 옵트인하려면 해당 기관에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
요. 자세한 내용은 사용AWS Organizations 설명서의 조직 내 모든 기능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조직의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옵트인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 계정을 포함시키면 조직 계정에
서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활성화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mpute Optimizer 및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p. 10)을 참조하세요.

필요한 권한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옵트인하고 권장 사항을 확인하고 옵트아웃하려면 적절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스 제어 (p. 10)을 참조하세요.

옵트인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계정에 자동으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여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mpute Optimizer에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15)을 참조하세요.

계정에서 옵트인하기
Compute Optimizer 콘솔 또는 을 사용하여 계정에서 옵트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합니다AWS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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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계정에서 옵트인하기

Note

계정이 이미 옵트인했지만 다시 옵트인하여 조직의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경우 다시 옵트인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를 사용해야 합니
다AWS CLI. 를 사용하여AWS CLI 옵트인하면update-enrollment-status 명령을 실행하고--
include-member-accounts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또는AWS Organizations 콘솔에서 직접
AWS CLI 또는 API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AWS Organizations설명서의 다른AWS OrganizationsAWS 서비스 사람과 함께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Console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Compute Optimizer 랜딩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3.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시작하기 및 계정 설정 섹션을 검토하세요.
4. 로그인한 계정이 조직의 관리 계정인 경우 다음 옵션이 표시됩니다.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하기 전

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이 계정만 - 현재 로그인한 계정만 옵트인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개별 계정에 있는 리소스를 분석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최적
화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 이 조직 내 모든 계정 - 현재 로그인한 계정과 모든 구성원 계정을 옵트인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조직 내 모든 계정에 있는 리소스를 분
석하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5. 옵트인을 선택합니다. 옵트인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옵트인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이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옵트인하고 나면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대시보드로 리디렉션됩니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가AWS 
리소스의 구성 및 사용률 지표를 즉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석한 지표AWS Compute 
Optimizer (p. 25)을 참조하세요.

CLI

1.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엽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치하고 구성하세
요.AWS CLI 자세한 내용은 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서의 설치AWS CLI 및 빠른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AWS CLI

2.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개인 계정을 옵트인할지 아니면 조직의 관리 계정과 모든 구성원 
계정을 옵트인할지 선택합니다.

• 개인 계정을 옵트인하려면:

aws compute-optimizer update-enrollment-status --status Active

• 조직의 관리 계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aws compute-optimizer update-enrollment-status --status Active --include-member-
accounts

이전 명령을 사용하여 Compute Optimizer에 옵트인하면 서비스가AWS 리소스의 구성 및 사용률 메트
릭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석한 지표AWS Compute Optimizer (p. 25)을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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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계정 수신 거부하기

Note

Amazon Web Services Services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추천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
용자의 CloudWatch 지표 및 구성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기능
을 활성화할 때 최대 3개월 (93일) 의 지표 분석이 포함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권
장 사항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CloudWatch 메트릭 및 구성 데이터 사용을 AWS SupportAWS중단
하도록 요청하려면 문의하십시오.

옵트인한 후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 옵트인하고 나면 결과 및 최적화 권장 사항이 생성되는 데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 
권장 사항을 생성하려면 충분한 메트릭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지표 요
구 사항 (p. 3)을 참조하세요.

• 결과 및 권장 사항은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대시보드 및 권장 사항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대시보드 보기 최적화 인스턴스 보기AWS Compute Optimizer 대시 (p. 49) 및 리소스 권장 사항 보
기 (p. 56) 단원을 참조하세요.

• 향상된 인프라 지표와 같은 일부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은 유료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를 비롯한 EC2 인스턴스의 지표 분석 룩백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룩백 
기간은 14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권장 설정 지정 (p. 29)을 참조하세요.

• 조직의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구성원 계정을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관리자로 위임할 수 있습니
다. 위임된 관리자는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된 관리자
는 관리 계정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전체 조직에 대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리자 계정 위임하기 (p. 46)을 참조하세요.

계정 수신 거부하기
Compute Optimizer에서 계정을 옵트아웃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합니다AWS CLI. 동일한 절차를 통해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계정의 권장 사항 및 관련 지표 데이터도 삭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I 명령 참조의 update-enrollment-status 섹션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사용하여 옵
트아웃할 수 없습니다.

계정을 옵트아웃하려면

1.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엽니다.

아직 하지 않은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치하고 구성합니다.AWS CLI 
자세한 내용은 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서의 설치AWS CLI 및 빠른 구성을 참조하십시
오.AWS CLI

2.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compute-optimizer update-enrollment-status --status Inactive

Note

update-enrollment-status명령으로 옵트아웃할 때는--include-member-accounts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으로 옵트아웃할 때 이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전 명령을 실행하면 계정이 Compute Optimizer에서 옵트아웃됩니다. 동시에 계정의 권장 사항 및 관련 지
표 데이터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삭제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에 액세스하면 다시 옵
트인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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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액세스 제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을 통한 액세
스 제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을 사용하여 ID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 를 생성하고 해당 ID
에AWS Compute Optimizer 콘솔 및 API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AM 사용자는 Compute 콘솔 및 API에 대해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단일 사용자,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IAM 정책을 연결하여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자격 증명 (사용자, 그룹 및 역할) 및 IAM 정책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IAM 사용자를 만든 후 그 사용자에게 개별 암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계정별 로그인 페이
지를 사용하여 사용자 계정에 로그인하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사용자의 계정 로그인 방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 EC2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보려면 IAM 사용자에게ec2:DescribeInstances 권한이 
필요합니다.

• EBS 볼륨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보려면 IAM 사용자에게ec2:DescribeVolumes 권한이 필요합니
다.

•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보려면 IAM 사용
자에게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및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권한이 필요합니다.

• Lambda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보려면 IAM 사용자에게lambda:ListFunctions
및lambda:ListProvisionedConcurrencyConfigs 권한이 필요합니다.

• Fargate에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보려면 IAM 사용자에
게ecs:ListServices 및ecs:ListClusters 권한이 필요합니다.

• Compute Optimizer 콘솔에서 현재 CloudWatch 지표 데이터를 보려면 IAM 사용자에
게cloudwatch:GetMetricData 권한이 필요합니다.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 또는 그룹에 이미 정책이 있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Compute Optimizer 관련 정
책 설명 중 하나를 해당 정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및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조직의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옵트인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 계정을 포함시키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조직 계정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해당 멤버 계정의 컴퓨팅 리소스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구성원 계정에 대한 권장 사항에 액세스할 때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조직 계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옵트인한 후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신뢰할 수 있
는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조직의 구성원 계정에 대한 권장 사항에 대한 액
세스를 거부합니다. 또한 조직 내 구성원 계정은 Compute Optimizer에 옵트인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
는 액세스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조직의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다시 선택하
고 조직 내 모든 구성원 계정을 포함시키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계정에서 옵트인하기 (p. 7)을 참조하세
요. AWS Organizations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AWS Organizations 설명서의 다른
AWS 서비스와AWS Organizations 함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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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컴퓨트 옵티마이저 옵트인 정책

컴퓨트 옵티마이저 옵트인 정책
다음 정책 설명문은 Compute Optimizer Optimiger를 옵트인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ger의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수 잇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옵트인하려면 이 역할이 필
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mpute Optimizer에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15)을 참조하세요. 또한 
Compute Optimizer 서비스에 대한 등록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compute-
optimizer.amazonaws.com/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 
            "Condition": {"StringLike": {"iam:AWSServiceName": "compute-
optimizer.amazonaws.com"}} 
        }, 
        { 
            "Effect": "Allow", 
            "Action": "iam:PutRolePolicy",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compute-
optimizer.amazonaws.com/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 
        }, 
        { 
            "Effect": "Allow", 
            "Action": "compute-optimizer:UpdateEnrollmentStatus", 
            "Resource": "*" 
        } 
    ]
}

독립형AWS 계정에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다음 정책 설명은 독립 실행형용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AWS 계정 부여합
니다.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설명은 을 참조하십시오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 부여 정책 (p. 13).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ompute-optimizer:*", 
                "ec2:DescribeInstances", 
                "ec2:DescribeVolumes", 
                "ecs:ListServices", 
                "ecs:ListCluster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lambda:ListFunctions", 
                "lambda:ListProvisionedConcurrencyConfigs", 
                "cloudwatch:GetMetricData" 
            ],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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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조직의 관리 계정에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

다음 정책 설명문은 독립 실행형용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AWS 계정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ompute-optimizer:GetEnrollmentStatus", 
                "compute-optimizer:Get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Summaries", 
                "compute-optimizer:GetEC2Instanc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C2RecommendationProjectedMetrics", 
                "compute-optimizer:GetAutoScalingGroup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BSVolum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LambdaFunction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DescribeRecommendationExportJobs", 
                "compute-optimizer:Get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ECSServic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CSServiceRecommendationProjectedMetrics", 
                "ec2:DescribeInstances", 
                "ec2:DescribeVolumes", 
                "ecs:ListServices", 
                "ecs:ListCluster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lambda:ListFunctions", 
                "lambda:ListProvisionedConcurrencyConfigs", 
                "cloudwatch:GetMetricData" 
            ], 
            "Resource": "*" 
        } 
    ]
}

조직의 관리 계정에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다음 정책 설명에서는 조직의 관리 계정에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
니다.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설명은 을 참조하십시오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 부여 정책 (p. 13).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ompute-optimizer:*", 
                "ec2:DescribeInstances", 
                "ec2:DescribeVolumes", 
                "ecs:ListServices", 
                "ecs:ListCluster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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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을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 부여 정책

                "lambda:ListFunctions", 
                "lambda:ListProvisionedConcurrencyConfigs", 
                "cloudwatch:GetMetricData",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organizations:EnableAWSServiceAccess",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organizations: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organizations: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 
            "Resource": "*" 
        } 
    ]
}

다음 정책 설명에서는 조직의 관리 계정에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
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ompute-optimizer:GetEnrollmentStatus", 
                "compute-optimizer:GetEnrollmentStatusesForOrganization",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Summaries", 
                "compute-optimizer:GetEC2Instanc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C2RecommendationProjectedMetrics", 
                "compute-optimizer:GetAutoScalingGroup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BSVolum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LambdaFunction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ECSServic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CSServiceRecommendationProjectedMetrics", 
                "ec2:DescribeInstances", 
                "ec2:DescribeVolumes", 
                "ecs:ListServices", 
                "ecs:ListCluster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lambda:ListFunctions", 
                "lambda:ListProvisionedConcurrencyConfigs", 
                "cloudwatch:GetMetricData",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 
            "Resource": "*" 
        } 
    ]
}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
한 액세스 권한 부여 정책
다음 정책 설명에서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유료 기능과 같은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보고 편집할 수 있는 액
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권장 설정 지정 (p. 29)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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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 Optimizer Optimizer

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정책

EC2 인스턴스에만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 부여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ompute-optimizer:Delete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PutRecommendationPreferences" 
            ], 
            "Resource": "*", 
            "Condition" :  { 
                "StringEquals" : { 
                    "compute-optimizer:ResourceType" : "Ec2Instance" 
                } 
            }             
        } 
    ]
}

Auto Scaling 그룹에만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 부여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ompute-optimizer:Delete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PutRecommendationPreferences" 
            ], 
            "Resource": "*", 
            "Condition" :  { 
                "StringEquals" : { 
                    "compute-optimizer:ResourceType" : "AutoScalingGroup" 
                } 
            }             
        } 
    ]
}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
는 정책
다음 정책 설명에서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Deny", 
            "Action": "compute-optimizer:*",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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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

AWS Compute Optimizer에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AWS Compute Optimizer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Compute Optimizer Optimesolver에 직접 연결된 고유한 유형의 IAM 역할입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의해 사전 정의하며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다른 권한
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설정할 때 필요한 권한을 수동으로 추가할 필
요가 없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izer에서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정의하므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Compute Optimizer Opizer만 해당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권한에는 신뢰 정책과 
권한 정책이 포함되며, 이 권한 정책은 다른 IAM 엔터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으로 작업하는AWS 서비스를 참조하고
서비스 연결 역할 열에 예가 있는 서비스를 찾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Yes) 링크를 선택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esolv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지정된 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
여 계정의AWS 리소스에 대한 Amazon CloudWatch 메트릭에 액세스합니다.

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 서비스 연결 역할은 역할을 위임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를 신뢰합니
다.

•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역할 권한 정책은 Compute Optimizer Opizer가 지정된 리소스에서 다음 작업을 완료하도록 허용합니다.

• 작업: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한 cloudwatch:GetMetricData
• 작업: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한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 작업: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한 organizations:ListAccounts
• 작업: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한 organizations:ListAWSServiceAccessForOrganization
• 작업: 모든 AWS 리소스에 대한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Compute Optimizer Opiz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역할 등) 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섹션을 참조하세요.

IAM 엔터티가 Compute Optimizer Optimesolver에 대한 특정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해야 하는 IAM 엔터티에 다음 정책을 추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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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compute-
optimizer.amazonaws.com/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 
            "Condition": {"StringLike": {"iam:AWSServiceName": "compute-
optimizer.amazonaws.com"}} 
        }, 
        { 
            "Effect": "Allow", 
            "Action": "iam:PutRolePolicy",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compute-
optimizer.amazonaws.com/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 
        }, 
        { 
            "Effect": "Allow", 
            "Action": "compute-optimizer:UpdateEnrollmentStatus", 
            "Resource": "*" 
        } 
    ]
}

IAM 엔터티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서비스 연결 역할 또는 필요한 정책을 포함해야 하는 모든 서비스 역할을 생성해야 하는 IAM 엔터티의 권한 
정책에 다음 명령문을 추가합니다. 이 정책은 역할에 정책을 연결합니다.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
}

Compute Optimizer Optimesolv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서비스 연결 역할은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AWS CLI, 또는AWS API
에서 Compute Optimizer 서비스에 옵트인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자동으
로 생성합니다.

Important

서비스 연결 역할이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작업을 완료했을 경우 해당 역할은 
계정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IAM 계정에 표시되는 새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한 다음 다시 생성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역할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Compute Opizer 서비스를 옵트인하면 Compute Optimizer Opizer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다시 생성합니다.

Comesolv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
Compute Optimizer Opizer에서는 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 서비스 연결 역할을 편집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한 후에는 다양한 개체가 역할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이
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AM을 사용하여 역할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
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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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solv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Compute Optimizer Opizer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 없는 경우 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미사용 개체가 없도
록 합니다. 단, 서비스 연결 역할을 수동으로 삭제하려면 먼저 Compute Optimizer 옵트아웃해야 합니다.

컴퓨트 옵티마이저를 옵트아웃하려면

Compute Optimizer 옵트아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계정 수신 거부하기 (p. 9).

IAM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IAM 콘솔AWS CLI, 또는AWS API를 사용하여 AWSServiceRoleForComputeOptimizer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리전
Compute Optimizer Opizer에서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전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을 지원합
니다. Compute Optimizer에 대해 현재 지원되는AWS 리전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를 보려면 AWS일반 참
조의 Compute Optimizer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AWS Compute Optimizer의 AWS 관리형 정책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권한을 추가하려면 정책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이 필요한 권한만 제공하는 IAM 고객 관리형 정책을 생성하는 데는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
니다. 빨리 시작하려면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다루며 사
용자의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에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AWS 서비스는 AWS 관리형 정책을 유지하고 업데이트합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서 권한을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서비스는 때때로 추가 권한을 AWS 관리형 정책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유형의 
업데이트는 정책이 연결된 모든 자격 증명(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새로운 기능이 시
작되거나 새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AWS 관리형 정책에 업데이트됩니다. 서비스는AWS 관리형 정책에
서 권한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정책 업데이트로 기존 권한이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Amazon WatOnlyAccess 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있는 직무에 대한 관리형 정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
어 ReadOnlyAccessAWS관리형 정책은 모든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에서 새 기능을 시작하면 AWS는 새 작업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을 추가합니다. 직무 정책의 목록
과 설명은 IAM 사용 설명서의 직무에 관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AWS관리형 정책: 
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
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관리형 정책은 서비스 연결 역할에 연결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mpute 
Optimizer에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15)을 참조하세요.

Note

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를 IAM 엔터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권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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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관리형 정책: 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

이 정책에는 다음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compute-optimizer— Compute OnlyAccess — Compute Optimizer OnlyAccess — 전체 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 organizations— 조직의 관리 계정이AWS 조직의 구성원 계정을 Compute Optimizer에 옵트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loudwatch— CloudWatch 리소스 메트릭을 분석하고 Compute Optimizer 리소스 권장 사항을 생성할 
목적으로 리소스 메트릭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autoscaling— 검증을 위해 Auto Scaling 그룹 및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Ec2— Amazon EC2 인스턴스 및 볼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ComputeOptimizerFullAccess", 
   "Effect": "Allow", 
   "Action": [ 
    "compute-optimizer:*" 
   ], 
   "Resource": "*" 
  }, 
  { 
   "Sid": "AwsOrgsAccess", 
   "Effect": "Allow", 
   "Action": [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ListAWSServiceAccessForOrganization",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 
   "Resource": [ 
    "*" 
   ] 
  }, 
  { 
   "Sid": "CloudWatchAccess", 
   "Effect": "Allow", 
   "Action": [ 
    "cloudwatch:GetMetricData" 
   ], 
   "Resource": "*" 
  }, 
  { 
   "Sid": "AutoScalingAccess", 
   "Effect": "Allow", 
   "Action": [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 
   "Resource": "*" 
  }, 
  { 
                        "Sid": "Ec2Access",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Instances", 
                                "ec2:DescribeVolumes"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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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관리형 정책: 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 
 ]
}

AWS관리형 정책: 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IAM 사용자가 Compute Optimizer OnlyAccess 리소스 권장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 세부 정보

이 정책에는 다음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 compute-optimizer— Compute Optimizer OnlyAccess 리소스 권장 사항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
한을 부여합니다.

• ec2— Amazon EC2 인스턴스와 Amazon EBS 볼륨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autoscaling—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lambda—AWS Lambda 함수 및 해당 구성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cloudwatch—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지원하는 리소스 유형의 Amazon CloudWatch 지표 데

이터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organizations—AWS 조직의 멤버 계정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ecs—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ompute-optimizer:DescribeRecommendationExportJobs", 
    "compute-optimizer:GetEnrollmentStatus", 
    "compute-optimizer:GetEnrollmentStatusesForOrganization",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Summaries", 
    "compute-optimizer:GetEC2Instanc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C2RecommendationProjectedMetrics", 
    "compute-optimizer:GetAutoScalingGroup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BSVolum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LambdaFunction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 
    "compute-optimizer:GetECSServic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CSServiceRecommendationProjectedMetrics", 
    "ec2:DescribeInstances", 
    "ec2:DescribeVolumes", 
    "ecs:ListServices", 
    "ecs:ListCluster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lambda:ListFunctions", 
    "lambda:ListProvisionedConcurrencyConfigs", 
    "cloudwatch:GetMetricData",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 
   "Resou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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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업데이트

 ]
}

AWS관리형 정책에 대한 Compute Optimizer 업데이트
아래에는 Compute Optimizer OnlyAccessAWS 관리형 정책 업데이트에 관한 세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해당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자
동 알림을 받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RSS 피드를 구독하세요.

변경 사항 설명 날짜

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관리형 정책에 대한 편집

compute-
optimizer:GetECSServiceRecommendations,compute-
optimizer:GetECSServiceRecommendationProjectedMetricsecs:ListServices,ecs:ListClusters
작업
을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관리형 정책에 추가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
관리형 정책에 대한 편집

ec2:DescribeInstancesec2:DescribeVolumes, 
및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작업
을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
관리형 정책에 추가했습니다.

2022년 7월 25일

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
관리형 정책에 대한 편집

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및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Groups
작업
을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
관리형 정책에 추가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관리형 정책에 대한 편집

compute-
optimizer:GetRecommendationPreferencescompute-
optimizer:Get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 
및autoscaling:DescribeAutoScalingInstances
작업
을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관리형 정책에 추가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관리형 정책에 대한 편집

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
관리형 정책에
GetEnrollmentStatusesForOrganization
작업을 추가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Compute Optimizer OnlyAccess 
변경 내용 추적 시작

Compute Optimizer 
OnlyAccessAWS 관리형 정책에 
대한 변경 내용 추적을 시작했습
니다.

2021년 5월 18일

에 대한 Amazon S3 버킷AWS Compute Optimizer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을 Amazon S3 버킷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은 CSV 파일로 내보내지고 
메타데이터는 JSON 파일로 내보내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권장 사항 내보내기 (p. 87)을 참조하세요.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권장 사항 내보내기를 위한 대상 S3 버킷을 만들어야 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S3 버킷을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권장 사항 내보내기 파일에 지정하는 S3 버
킷은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하며 Requester Pays 버킷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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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 Optimage Optimage Optimage Optimage Optimage Optorage Optimple Optimage 자세한 내용은
S3 버킷 정책을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S3 콘솔 콘솔

추천 내보낼 기존 버킷
S3 버킷을 만든 후 다음 단계에 따라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버킷에 권장 사항 내보내기 파일을 작
성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S3 버킷에 추가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2.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내보내기 파일을 전송할 버킷을 선택합니다.
3. Permissions를 선택합니다.
4. [Bucket Policy]를 선택합니다.
5. 다음 정책 중 하나를 복사하여 버킷 정책 편집기 텍스트 상자에 붙여넣습니다.
6. 정책에서 다음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바꾸십시오.

• myBucketName을 버킷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 OptionalPrefix# 선택적 객체 접두사로 바꿉니다.
• # ### 소스로AWS 리전 바꾸십시오.
• MyAccountID# 내보내기 작업 요청자의 계정 번호로 바꾸십시오.

7. 정책에 다음 세 가지 설명을 모두 포함시키십시오.

1. 첫 번째 명령문 (GetBucketAcl액션용) 을 통해 Compute Optimizer Optimage Optimage Optimage 
Optimizer가 버킷의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명령문 (GetBucketPolicyStatus작업에 대한) 을 사용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
에서 버킷의 정책 상태를 가져와서 버킷이 퍼블릭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명령문 (PutObject작업을 위한) 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내보내기 파일을 버킷
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명령문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정책의 버킷 이름 및 선택적 객체 접두사가 내보내기 요청에서 
지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내보내기 요청이 실패합니다. 정책의 계정 번호가 내보내기 작업 요청자의 
계정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보내기가 실패합니다.

Note

기존 버킷에 이미 하나 이상의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Compute Optimizer 액세스용 문을 
해당 정책이나 정책들에 추가합니다. 발생한 권한 집합을 평가해 버킷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
게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정책 옵션 1: 선택적 접두사 사용

객체 접두사는 S3 버킷에서 내보내기 파일을 구성하는 S3 객체 키에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내보내기를 만들 때 객체 접두사를 지정하려면 다음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Action": "s3:GetBucketAcl", 
            "Resource": "arn:aws:s3:::myBucketName"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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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Service":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Action": "s3:GetBucketPolicyStatus", 
            "Resource": "arn:aws:s3:::myBucketName" 
        },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Action": "s3:PutObject", 
            "Resource": "arn:aws:s3:::myBucketName/optionalPrefix/compute-
optimizer/myAccountID/*", 
            "Condition": {"StringEquals": { 
                    "s3:x-amz-acl": "bucket-owner-full-control", 
                    "aws:SourceAccount": "myAccountID", 
                    "aws:SourceArn": "arn:aws:compute-optimizer:myRegion:myAccountID:*" 
                } 
            } 
        } 
    ]
}

Note

### #####/MyAccountID/ 구성 요소는 선택적 접두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 #### ### #### ### ## ### Optimizer/MyAccountID/ 부분을 자동으로 생
성합니다.

정책 옵션 2: 객체 접두사 없음

객체 접두사를 지정하지 않으려면 다음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Action": "s3:GetBucketAcl", 
            "Resource": "arn:aws:s3:::myBucketName" 
        },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Action": "s3:GetBucketPolicyStatus", 
            "Resource": "arn:aws:s3:::myBucketName" 
        },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Action": "s3:PutObject", 
            "Resource": "arn:aws:s3:::myBucketName/compute-optimizer/myAccountID/*", 
            "Condition": {"StringEquals": { 
                    "s3:x-amz-acl": "bucket-owner-full-control", 
                    "aws:SourceAccount": "myAccountID", 
                    "aws:SourceArn": "arn:aws:compute-optimizer:myRegion:myAccountID:*" 
                } 
            } 
        } 
    ]
}

22



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권장 사항 내보내기에 암호화된 S3 버킷 사용

권장 사항 내보내기에 암호화된 S3 버킷 사용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내보내기 대상으로 Amazon S3 고객 관리 키 또는AWS Key Management 
Service (KMS) 키로 암호화된 S3 버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KMS암호화가 활성화된 S3 버킷을 사용하려면 대칭 KMS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칭 KMS 키는 
Amazon S3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KMS 키입니다. 지침은 AWS KMS개발자 안내서의 키 만들기를 참조하십
시오. KMS 키를 생성한 후 권장 사항 내보내기에 사용할 S3 버킷에 해당 키를 적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S3 Simple Storage Storage Storage Simple Storage Storage Simple Storage Storage Simple 
Storage Stor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KMS 키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권장 사항 내보내기 파일을 암호화된 S3 버킷에 저장할 때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
다.

1. AWS KMS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kms)을 엽니다.
2. AWS 리전을 변경하려면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리전 선택기를 사용합니다.
3. 왼쪽 탐색 메뉴에서 고객 관리 키를 선택합니다.

Note

AWS관리 키로 암호화된 S3 버킷에는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내보내기가 허용되지 않
습니다.

4. 내보내기 S3 버킷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한 KMS 키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5. 키 정책 탭을 선택한 다음 정책 보기로 전환을 선택합니다.
6. 편집을 선택하여 키 정책을 편집합니다.
7. 다음 정책 중 하나를 복사하여 키 정책의 설명 섹션에 붙여넣습니다.
8. 정책에서 다음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바꾸십시오.

• # ### 소스로AWS 리전 바꾸십시오.
• MyAccountID# 내보내기 요청자의 계정 번호로 바꾸십시오.

GenerateDataKey명령문을 통해 Compute OptimizerAWS KMS Optimizer는 API를 호출하여 추천 파
일을 암호화하기 위한 데이터 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로드된 데이터 형식에 버킷 암호화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mazon S3가 내보내기 요청을 거부합니다.

Note

기존 KMS 키에 이미 하나 이상의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Compute Optimizer 액세스용 문
을 해당 정책들에 추가합니다. 발생한 권한 집합을 평가해 KMS 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게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Amazon S3 버킷 키를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다음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 
            "Sid": "Allow use of the key to Compute Optimizer",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 
            "Action": "kms:GenerateDataKey",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myAccountID", 
                   "aws:SourceArn": "arn:aws:compute-optimizer:myRegion:myAccoun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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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mazon S3 버킷 키를 활성화한 경우 다음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Amazon S3 버킷 키를 사용하여 SSE-KMS 비용 절감을 참조하세요.

{ 
            "Sid": "Allow use of the key to Compute Optimizer",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 
            "Action": [ 
                "kms:GenerateDataKey", 
                "kms:Decrypt"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myAccountID", 
                    "aws:SourceArn": "arn:aws:compute-optimizer:myRegion:myAccountID:*" 
                } 
            } 
        }

추가 리소스
S3 버킷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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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지표AWS Compute Optimizer
옵트인하면 (p. 7) vCPUs, 메모리 또는 스토리지와 같은 사양과 지난 14일 동안 실행 중인 리소스의 
CloudWatch 지표를AWS Compute Optimizer 분석합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을 (p. 32) 활성화하면 최대 93일 동안 리소스를AWS Compute Optimizer 분석합니다.

분석을 완료하는 데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대시
보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시보드 보기 최적화 인스턴스 보기AWS Compute Optimizer 대
시 (p. 49)을 참조하세요.

Note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지난 14일 동안 특정 시간 간격 내의 최대 사용률을 사용하여 리소
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Auto Scaling 그룹, Amazon EBS 볼륨 
및 Lambda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기 위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각 5분 시간 간
격 내의 최대 사용률을 사용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Fargate에서 ECS 서비스에 대
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기 위해 각 1분 간격 내의 최대 사용률을 사용합니다.

목차
• EC2 인스턴스 지표 (p. 25)
• EBS 볼륨 지표입니다. (p. 27)
• Lambda (p. 27)
• Fargate 기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지표 (p. 28)

EC2 인스턴스 지표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를 포함하여 EC2 인스턴스의 다음 
CloudWatch 지표를 분석합니다.

지표 설명

CPUUtilization 인스턴스에서 사용 중인 할당된 EC2 컴퓨팅 유닛의 비율입니다. 이 인
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처리 능력을 식별합
니다.

MemoryUtilization 샘플 기간 동안 사용된 메모리의 백분율입니다. 이 인스턴스에서 애플
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나타냅니다.

다음 리소스의 경우 메모리 사용량 지표가 분석됩니다.

• CloudWatch 에이전트가 설치된 EC2 인스턴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에이전트를 통한 메모리 사용 활성화 (p. 26)을 참조
하세요.

• 네 가지 옵저버빌리티 제품인Datadog,DynatraceInstana, 및New 
Relic 중 하나의 외부 EC2 인스턴스 자세한 내용은 외부 지표 통합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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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NetworkIn 인스턴스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모든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에서 받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모든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모든 이 인스턴스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
래픽의 네트워크 트래픽의 네트워크 트래픽의 네트워크 트래픽의 볼
륨을 식별합니다.

NetworkOut 인스턴스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모든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에서 보낸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모든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 이 인스턴스에서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네트워크 트래픽 볼륨을 식별합니다.

NetworkPacketsIn 인스턴스가 받은 패킷 수입니다.

NetworkPacketsOut 인스턴스에서 보낸 패킷 수입니다.

DiskReadOps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초당 읽기 작업 수입니다.

DiskWriteOps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초당 쓰기 작업 수입니다.

DiskReadBytes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초당 읽기 바이트입니다.

DiskWriteBytes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초당 쓰기 바이트입니다.

VolumeReadBytes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
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
의 KiBs 콘솔에서와 같이 표시됩니다.

VolumeWriteBytes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초당 쓰기 볼륨입
니다 KiBs 콘솔에서와 같이 표시됩니다.

VolumeReadOps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초당 읽기 작업

VolumeWriteOps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 EBS 볼륨에서의 EBS 볼륨에서의 초
당 쓰기 작업

인스턴스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omCom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에 
사용할 수 있는 CloudWatch 지표 목록을 참조하세요. EBS 볼륨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omComComCom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에이전트를 통한 메모리 사용 활성화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인스턴스의 메모리 사용량을 분석하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 CloudWatch 
에이전트를 설치하십시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인스턴스의 메모리 사용률 데이터를 분석
하도록 설정하면 데이터를 추가로 측정하여 Compute Optimizer의 권장 사항을 더욱 개선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에이전트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사용 설명서 의  CloudWatch 에이전
트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온프레미스 서버로부터 지표 및 로그 수집 을 참조하세요.

Linux 인스턴스에서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CWAgent 네임스페이스의mem_used_percent 메트릭
이나System/Linux 네임스페이스의 레거시MemoryUtilization 메트릭을 분석합니다. Windows 인스턴
스에서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CWAgent 네임스페이스의Available MBytes 메트릭을 분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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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WAgent네임스페이스에Available MBytes 및Memory % Committed Bytes In Use 메트릭이 
모두 구성된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기본 메모리Available MBytes 메트릭으로 선택하여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Note

• Windows 인스턴스의 메모리Available MBytes 지표로 사용할CWAgent 네임스페이스를 구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또한Available KBytes 및Available Bytes 메트릭을 지
원하며 Windows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할 때Memory % Committed Bytes In 
Use 메트릭보다 두 가지 메트릭의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또한 네임스페이스에는InstanceId 차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원이 누락되었거나 사용자 지
정InstanceId 차원 이름으로 덮어쓰는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인스턴스의 메모리 사용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네임스페이스와 차원은 CloudWatch Agent 구성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파일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메트릭 통합 구성
외부 메트릭 통합 기능을 사용하여 네 가지 옵저버빌리티 제품인Datadog,DynatraceInstana, 및 중 하나에서 
EC2 메모리 사용률 메트릭을AWS Compute Optimizer 수집하도록 구성할 수New Relic 있습니다. 외부 지표 
수집을 활성화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 디스크, 네트워크, IO 및 처리량 데이터와 함께 외
부 EC2 메모리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EC2 적정 크기 조정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을 통
해 비용을 추가로 절감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부 지표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
집 수집 수집 (p. 29)을 참조하세요.

EBS 볼륨 지표입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EBS 볼륨의 다음 CloudWatch 지표를 분석합니다.

지표 설명

VolumeReadBytes EBS 볼륨의 초당 읽기 바이트 수입니다.

VolumeWriteBytes EBS 볼륨의 초당 쓰기 바이트 수입니다.

VolumeReadOps EBS 볼륨에서의 초당 읽기 작업

VolumeWriteOps EBS 볼륨의 초당 쓰기 작업

이러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omCom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EBS용 Amazon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Lambda
Compute Optimizer Lambda 함수의 다음 CloudWatch 지표를 분석합니다.

지표 설명

Invocations 성공적인 실행과 함수 오류가 발생한 실행을 포함하여 함수 코드가 실
행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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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지표

지표 설명

Duration 함수 코드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Errors 함수 오류가 발생하는 호출 수. 함수 오류에는 코드에서 발생하는 예외
와 Lambda 런타임에서 발생하는 예외가 포함됩니다. 런타임은 시간 
초과 및 구성 오류와 같은 문제에 대한 오류를 반환합니다.

Throttles 제한된 호출 요청 수.

이러한 메트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개발자 안내서의AWS Lambda 함수 메트릭 사용을 참조
하십시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룩백 기간 동안 함수의 메모리 사용률을 분석합니다. 
Lambda 함수의 메모리 사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관리 및 거버넌스  CloudWatch 블로그의 Amazon 
Logs Insights를 사용한AWS Lambda 동작 이해 및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Insights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CloudWatch

Fargate 기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지표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Fargate에 있는 Amazon ECS 서비스의 다음 CloudWatch 및 Amazon ECS 
사용률 지표를 분석합니다.

지표 설명

CPUUtilization 서비스에서 사용된 CPU 용량의 백분율입니다.

MemoryUtilization 서비스에서 사용된 메모리의 백분율입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S CloudWatch 지표를 참조하십
시오AWS Far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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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설정 지정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은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리소스에 대해 생성하는 권장 사항을 향상하거나 보
강하기 위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현재 권장 환경설정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외부 지표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p. 29)
• 향상된 인프라 지표 (p. 32)
•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p. 40)
• AWS그래비톤 기반 인스턴스 추천 (p. 42)

외부 지표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외부 메트릭 통합 기능을 사용하여 네 가지 옵저버빌리티 제품인 Datadog, Dynatrace, Instana 및 New Relic
의 네 가지 옵저버빌리티 제품 중 하나에서 EC2 메모리 사용률 메트릭을 수집하도록 구성할AWS Compute 
Optimizer 수 있습니다. 외부 지표 수집을 활성화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 디스크, 네트워
크, IO 및 처리량 데이터와 함께 외부 EC2 메모리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EC2 적정 크기 조정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을 통해 비용을 추가로 절감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부 메트릭 통합 구성 (p. 29)을 참조하세요.

지표 요구 사항
Compute Optimizer는 외부 메모리 사용률 메트릭을 사용하여 EC2 적정 크기 조정 권장 사항을 생성하려면 
옵저버빌리티 제품에서 최소 30시간 연속 메모리 사용률 메트릭이 필요합니다. 외부 메모리 사용률 메트릭
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외부 메모리 메트릭 요구 사항에 도달할 때까
지CloudWatch 메트릭을 분석하고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Note

외부 메트릭 수집이 활성화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메모리 데이터보다 외부 메모
리 사용률 메트릭의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CloudWatch 외부 지표 수집을 거부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기본적으로CloudWatch 지표를 기반으로 권장 사항을 분석하고 생성합니다.

조직 및 계정 수준
조직 및 계정 수준 모두에서 외부 지표 수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표 통합을 구성한AWS 조직의 구
성원 계정인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부 지표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p. 31)을 참조하세요.

외부 지표 통합을 이미 구성한AWS 조직의 새 구성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AWS 계정 수동으
로 외부 메트릭 통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외부 메트릭 통합 구성 (p. 29)을 참조하세요.

외부 메트릭 통합 구성
Console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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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계정 계정을 선택합니다.
3. 외부 지표 수집을 위한 조직 수준 기본 설정 또는 외부 지표 수집을 위한 계정 수준 기본 설정 섹션

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4. 표시되는 프롬프트에서 EC2 인스턴스용 외부 지표 공급자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
다.

5. 외부 지표 수집을 위한 조직 수준 기본 설정 또는 외부 지표 통합을 위한 계정 수준 기본 설정 섹션
에서 외부 지표 소스 링크를 선택합니다.

Note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지표 제공자의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6. 외부 지표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서 구성 단계를 완료하세요.

CLI

1.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엽니다.
2. 다음 API 작업인 를 합니다.

• # ### 소스로AWS 리전 바꾸십시오.
• 1234567889012# 계정 ID로 변경합니다.
• 외부 지표 ExternalMetricsProvider제공업체로 교체하세요.

aws compute-optimizer put-recommendation-preferences --region myRegion --resource-
type=Ec2Instance --scope='{"name":"AccountId", "value":"123456789012"}' --external-
metrics-preference='{"source":"ExternalMetricsProvider"}'

3.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4. 탐색 계정 계정을 선택합니다.
5. 외부 지표 수집을 위한 조직 수준 기본 설정 또는 외부 지표 통합을 위한 계정 수준 기본 설정 섹션

에서 외부 지표 소스 링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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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Note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지표 제공자의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6. 외부 지표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서 구성 단계를 완료하세요.

외부 지표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수
집 수집 수집 수집 수집
Console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계정 계정을 선택합니다.
3. 외부 지표 수집을 위한 조직 수준 기본 설정 또는 외부 지표 수집을 위한 계정 수준 기본 설정 섹션

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4. 표시되는 프롬프트에서 외부 지표 공급자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CLI

1.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엽니다.
2. 다음 API 작업인 를 합니다.

• # ### 소스로AWS 리전 바꾸십시오.
• 1234567889012# 계정 ID로 변경합니다.

aws compute-optimizer delete-recommendation-preferences --
region myRegion --resource-type=Ec2Instance --recommendation-preference-
names='["ExternalMetricsPreference"]' --scope='{"name":"AccountId", 
 "value":"12345678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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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인프라 지표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 적용되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유료 기능입니
다. 여기에는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용률 지표 분석 룩백 기간을 14일 (2
주) 기간과 비교하여 최대 3개월 (93일) 까지 연장하는 권장 환경설정입니다. 이를 통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분석할 사용률 지표 데이터의 기록을 더 오래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은 비활성 상태이므로 수동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기능의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pute 
Optimizer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목차
• 필수 권한 (p. 32)
• 향상된 인프라 지표 활성화 (p. 32)
•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의 상태 확인 (p. 39)
• 향상된 인프라 지표 문제 해결 (p. 40)

필수 권한
향상된 인프라 개선 도우미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인 인프라 개선 도우미는 강화 인프라 지표인 자세한 정보
는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 부여 정책 (p. 13)을 참조하세요.

향상된 인프라 지표 활성화
Compute Optimizer 콘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및AWS SDK를 사용하여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다음 세 영역에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은 서로 다른 
활성화 수준을 제공합니다.

• 리소스 수준 권장 설정 - 리소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개별 리소스에 대해 향상된 인프라 지표
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는 해당 EC2 인
스턴스에 대해서만 향상된 인프라 지표 기능을 활성화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후반부의 리소스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 활성화 (p. 33)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리소스 수준 기본 설정은 계정 수준 기본 설정보다 우선하며 계정 수준 기본 설정은 조직 수준 기
본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EC2 인스턴스의 경우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이 개별 인스턴스의 권장 사항보다 우선합니다.

• 계정 수준 권장 사항 기본 설정 - 개인의 AWS 계정계정 페이지에서 리소스 유형 및AWS 리전 기준을 충
족하는 계정의 모든 EC2 인스턴스에 대해 향상된 인프라 지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계정 수준의 
EC2 인스턴스 기본 설정은 독립형 인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후반부의 계정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 설정 (p. 34) 섹션을 참조하세요.

• 조직 수준 권장 사항 기본 설정 - 조직의 관리 계정에 대한 계정 페이지에서 리소스 유형 및AWS 리전 기준
을 충족하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 향상된 인프라 지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조직 수준의 EC2 인스턴스 기본 설정은 독립형 인스턴스 및 모든 구성원 계정의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후반부의 조직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
표 활성화 (p. 37) 섹션을 참조하세요.

향상된 인프라 지표 기능을 활성화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에 권장 사항을 새로 고칠 때 기
본 설정을 적용합니다.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권장 사항에 향상된 인프라 지표가 활성화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의 상태 확인 (p. 39).

Note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추천 품질을 개선하려면CloudWatch 메트릭과 구성 데이터를 사용
할AWS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기능을 활성화할 때 최대 3개월 (93일) 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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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포함됩니다. Compute Optimizer의 권장 사항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CloudWatch 메트릭 및 
구성 데이터 사용을AWS 중단하도록 AWS Support문의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 활성화
다음 단계에 따라 리소스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십시오. 리소스 수준에서 
활성화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은 개별 리소스에만 적용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는 

리소스 유형에 따라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 개별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EC2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를 선
택합니다.

• 개별 Auto Scaling 그룹에 대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를 선택
합니다.

Note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EC2 인스턴스의 경우 Auto Scaling 그룹 추천 기본 설정이 개별 인
스턴스의 기본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3. 표시되는 리소스 추천 페이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는 리소스를 선택
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Auto Scaling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표시되는 리소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은 현재 보고 있는 리소스에 대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활
성화되지 않은 경우 이 옵션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5. 향상된 인프라 지표 기능을 선택하여 활성화하거나 선택을 취소하여 비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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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을 선택하여 개별 리소스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을 저장하면 개별 리소스에 대한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에 대한 측정이 시작됩니다. 이 
기능의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pute Optimizer 요금 를 참조하십시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에 권장 사항을 생성할 때 업데이트된 기본 설정을 고려합니다. 그때까
지는 업데이트된 기본 설정에 보류 상태가 표시됩니다 (예: 활성 보류 또는 비활성 보류 중). 리소스 권장 사
항에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의 상태 확
인 (p. 39).

계정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 설정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계정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계정 수
준에서 만든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은 리소스 유형 및AWS 리전 기준을AWS 계정 충족하는 내 모든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계정 계정을 선택합니다.

기관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계정 페이지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관의 모든 구성원 계정과 추천 기
본 설정이 나열됩니다. 독립형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페이지에는 계정에 대한 추천 환경설정만 나열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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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려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보기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독립형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이 절차의 다음 단계 (4단계) 로 건너뛰십시
오.

4. 페이지의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는 개별 계정에 대한 현재 기본 설정 (있는 경우) 이 나열됩니다. 페
이지의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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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특정AWS 리전 리소스 유형에 대해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려면 리소스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
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하고 지역 드롭다운 메뉴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한 다음 활성화 옵션을 선택합
니다.AWS 리전

Note

EC2 인스턴스 옵션은 모든 EC2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이 옵션에는 독립형 인스턴스와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Auto Scaling 그룹 옵션에는 독립형 인스
턴스가 아닌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만 포함됩니다.

• 특정AWS 리전 리소스 유형의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비활성화하려면 비활성화하려는 기본 설정의 활
성화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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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장을 선택하여 계정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을 저장하면 선택한 지역 및 선택한 계정에서 선택한 리소스 유형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향상된 인프라 지표 측정이 시작됩니다. 이 기능의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pute 
Optimizer 요금 를 참조하십시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에 권장 사항을 생성할 때 업데이트된 기본 설정을 고려합니다. 그때까
지는 업데이트 기본 설정에 보류 상태가 표시됩니다 (예: 활성 보류 또는 비활성 보류 중). 리소스 권장 사항
에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의 상태 확
인 (p. 39).

조직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 활성화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조직 수준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조직 수
준에서 생성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은 리소스 유형 및AWS 리전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 
내 모든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Note

이 옵션은 Compute Optimizer에 구성원 계정을 등록한 조직의 관리 계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계정 계정을 선택합니다.

기관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계정 페이지에 기관의 모든 구성원 계정이 나열됩니다. 페이지의 권
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는 조직의 모든 계정 (있는 경우) 에 대해 활성화된 기본 설정이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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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이지의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4.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에서 특정 리소스 유형에 대해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려면 리소스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
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하고 AWS 리전드롭다운 메뉴에서 지역을 선택한 다음 활성 옵션을 선택합니
다.AWS 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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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특정 리소스 유형에 대한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비활성화하려는 기본 설정의 활성 옵션을 선택 
취소하십시오.AWS 리전

5. 저장을 선택하여 조직의 모든 계정에 대해 업데이트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Note

기본 설정을 저장하면 선택한 지역 및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에서 선택한 리소스 유형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향상된 인프라 지표 측정이 시작됩니다. 이 기능의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pute Optimizer 요금 를 참조하십시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에 권장 사항을 생성할 때 업데이트된 기본 설정을 고려합니다. 그때까
지는 업데이트 기본 설정에 보류 상태가 표시됩니다 (예: 활성 보류 또는 비활성 보류 중). 리소스 권장 사항
에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이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의 상태 확
인 (p. 39).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의 상태 확인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활성화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에 권장 사항을 
새로 고칠 때 기본 설정을 적용합니다.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권장 사항 페이지의 효과
적인 향상된 인프라 지표 열에서는 나열된 권장 사항이 3개월의 룩백 기간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활성 상태는 목록에 있는 권장 사항이 더 긴 룩백 기간을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비활성 상태
는 권장 사항이 아직 더 긴 룩백 기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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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인프라 지표 문제 해결
다음 섹션에서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섹션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조치도 다룹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가져오거나 업데이트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

Compute Optimizer 콘솔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가져오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원인

권장 설정 지정

솔루션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보거나 편집할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 부여 정책 (p. 13)을 참조하세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은 EC2 인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과 같은AWS 리소스에서 실행 중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유추하는 데 포함된AWS Compute Optimizer 기능입니다.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은 리
소스의 속성을 분석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리소스에는 리소스 이름, 태그 및 구성이 포함됩
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현재 인스턴스에서 Amazon EMR, 아파치 카산드라, 아파치 하둡, 
Memcached, NGINX, PostgreSQL, Redis, Kafka 또는 SQLServer를 실행하는지 여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추론하여 x86 기반 인스턴스 유형
에서 ARM 기반AWS Graviton 인스턴스 유형으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드는 노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권장 설정 지정

Note

중동 (바레인),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케이프타운), 아
시아 태평양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케이프타
운), 유럽 (밀라노) 및 아시아 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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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EC2 인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의 추
론된 워크로드 유형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량 열에 나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
기 (p. 56) 및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p. 67) 섹션을 참조하세요.

목차
• 필수 권한 (p. 41)
•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 관리 (p. 41)

필수 권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 부여 정책 (p. 13)을 참조하세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 관리
기본적으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권장 설정 지정 Compute Optimizer 콘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또는AWS SDK를 사용하여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을 비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콘솔에서 다음 영역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비활성화하면 다른 수준의 비
활성화가 제공됩니다.

• 계정 수준 권장 사항 기본 설정 - 개별 계정의 계정 페이지에서AWS 리전 기준에 맞는 계정의 모든AWS 리
소스에 대해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후반부의 계
정 수준에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의 상태 관리 (p. 41) 섹션을 참조하세요.

• 조직 수준 권장 사항 기본 설정 - 조직의 관리 계정에 대한 계정 페이지에서AWS 리전 기준에 맞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에 있는 모든 리소스에 대해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이 설명서 후반부의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의 상태를 조직 수준에서 관리 (p. 42) 섹션을 
참조하세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에 권장 사항을 새로 고칠 
때 워크로드 유형 추론을 중지합니다. 적용 에는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정 수준에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의 상태 관리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의 상태를 계정 수준에서 관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계정 수준에서 만
든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은AWS 리전 기준에 맞는 계정 내 모든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계정 계정을 선택합니다.

기관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계정 페이지에 기관의 모든 구성원 계정과 추천 기본 설정이 나열됩
니다. 독립형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페이지에는 계정에 대한 추천 환경설정만 나열됩니다.

3.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의 상태를 관리하려는 계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보기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독립형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이 절차의 4단계로 건너뛰십시오.

4. 페이지의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는 개별 계정에 대한 현재 기본 설정 (있는 경우) 이 나열됩니다. 페
이지의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특정AWS 리전 워크로드 유형을 비활성화하려면 지역 드롭다운 메뉴에서 원하는 워크로드 유형을 선
택한 다음 활성화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AWS 리전

• 추론된 워크로드를 활성화하려면 이전에 기능을 비활성화한 특정AWS 리전 위치에서 유형을 입력하
고 활성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저장을 선택하여 계정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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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의 상태를 조직 수준에서 관리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조직 수준에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 상태를 관리합니다. 조직 수준에서 만든 권
장 사항 기본 설정은AWS 리전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 내 모든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Note

이 옵션은 Compute Optimizer에 구성원 계정을 등록한 조직의 관리 계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계정 계정을 선택합니다.

기관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계정 페이지에 기관의 모든 구성원 계정이 나열됩니다. 페이지의 권
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는 조직의 모든 계정 (있는 경우) 에 대해 활성화된 기본 설정이 나열됩니다.

3. 페이지의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4.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합니다.

• 특정AWS 리전 워크로드 유형에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을 비활성화하려면 AWS 리전드롭다운 메뉴
에서 지역을 선택한 다음 활성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 이전에 기능을 비활성화한 특정 워크로드 유형에서AWS 리전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을 활성화하려면 
활성화 옵션을 선택합니다.

5. 저장을 선택하여 조직의 모든 계정에 대해 업데이트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AWS그래비톤 기반 인스턴스 추천
Amazon EC2 인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을 볼 때AWS Graviton 기반 인스턴스에서 워크로드
를 실행할 때 가격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 드
롭다운에서 그래비톤 (aws-arm64) 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urrent] 를 선택하면 현재 인스턴스와 
동일한 CPU 공급업체 및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을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기 (p. 56) 및 
을 참조하십시오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p. 67).

Note

현재 가격, 권장 가격, 가격 차이, 가격 차이 (%) 및 예상 월간 절감액 열이 업데이트되어 현재 인스
턴스 유형과 선택한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의 인스턴스 유형 간의 가격 비교를 제공합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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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Graviton (aws-arm64) 을 선택하면 현재 인스턴스 유형과 권장 Graviton 기반 인스턴스 유형 
간에 가격이 비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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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및 권장 사항 기본 설정 보기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계정 페이지에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와 같이 계정 또는 조직에 대해 활성화된 권
장 사항 기본 설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관리 계정의 경우 계정 페이지에는 조직의 구성원 계정과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해
당 계정의 옵트인 상태도 나열됩니다. 관리 계정은 조직의 구성원 계정을 옵트인할 (p. 7) 수AWS Compute 
Optimizer 있습니다. 멤버 계정이 옵트인되면 Compute Optimizer는 멤버 계정의 지원되는 리소스를 분석하
여 잠재적인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er의 계정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사항 기본 설정 보기 (p. 44)
• 계정 옵트인 및 기본 설정을 볼 (p. 44) 수 있습니다.
• 관리자 계정을 위임합니다 (p. 46).
• 계정 옵트인 및 기본 설정 문제를 해결하세요 (p. 47).

독립형 계정에 대한 권장 사항 기본 설정 보기
다음 절차에 따라 콘솔을 사용하여 독립 실행형 계정에 대한 권장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페이지의 향상된 인프라 지표에 대한 조직 수준 기본 설정 섹션에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와 같이 개별 계
정에 대해 활성화된 기본 설정이 나열됩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향상된 인프라 지표 (p. 32).

조직 구성원 계정의 옵트인 상태 및 추천 기본 설정 
보기

Compute Optimizer에 동의한 조직의 구성원 계정과 구성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보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
하십시오.

44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


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계정 옵트인 및 기본 설정 보기

Note

이 옵션은 Compute Optimizer에 구성원 계정을 등록한 조직의 관리 계정 또는 위임된 관리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계정 페이지에는 조직의 구성원 계정과 현재 Compute Optimizer 옵트인 상태가 나열됩니다. 옵트인 상
태 및 상태 설명 열에는 나열된 각 계정 ID의 상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정 옵트인 실패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계정 옵트인 및 기본 설정 문제 해결” (p. 47).

3. 구성원 계정에 대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보려면 구성원 계정을 선택하고 기본 설정 보기를 선택합니
다.

페이지의 향상된 인프라 지표 섹션에는 개별 계정에 대해 활성화된 향상된 인프라 지표 기본 설정이 나
열됩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을 참조하십시오향상된 인프라 지표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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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계정 위임하기
조직의 구성원 계정을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관리자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관리자는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된 관리자는 관리 계정에 액세스
할 필요 없이 전체 조직에 대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은 해당 조직의 위임된 
관리자 옵션을 제어합니다. 한 조직은 한 번에 하나의 위임된 Compute Optimizer Optimizer만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위임된 관리자는 권장 사항을 가져오고 내보내고,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지정하고, 구성원 계정 옵트인 상태
를 설정하고, 예상 사용률 지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Note

IAM 정책에서 적절한 IAM 권한을 설정하여 Compute Optimizer 작업에 대한 위임된 관리자의 액세
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의 정책 및 권한을 참조하세요.

계정을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 또는 업데이트하려면

Console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3. 계정별 조직 옵트인 섹션에서 위임된 관리자로 추가하려는 계정 ID를 선택합니다.
4. [대리인] 에서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 을 선택합니다.
5. 표시되는 프롬프트에서 [Confirm] 을 선택하여 변경에 동의하고 위임된 관리자를 추가합니다.

CLI

1. 조직의 관리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엽니다.
3. 다음 API 작업 를 호출합니다. 123456789012# 계정 ID로 바꿉니다.

aws organizations 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 
                            --account-id 123456789012 \ 
                            --service-principal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위임된 관리자로서 멤버 계정을 제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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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계정을 선택합니다.
3. 계정별 조직 옵트인 섹션에서 현재 위임된 관리자의 계정 ID를 선택합니다.
4. [위임] 에서 [위임된 관리자 등록 취소] 를 선택합니다.
5. 표시되는 프롬프트에서 [Confirm] 을 선택하여 변경에 동의하고 위임된 관리자를 제거합니다.

CLI

1. 조직의 관리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엽니다.
3. 다음 API 작업 를 호출합니다. 123456789012# 계정 ID로 바꿉니다.

aws organizations 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  
                            --account-id 123456789012 \ 
                            --service-principal compute-optimizer.amazonaws.com

계정 옵트인 및 추천 환경설정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계정에서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옵트인하지 못하는 이유와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이 
표시되거나 저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섹션의 해결 방법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지 못했습니다.
설명

계정에는 옵트인 실패 상태와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실패에 대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원인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
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서비스가 다른AWS 서비스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이 포함됩니다. 
IAM 개체 (사용자, 그룹, 역할 등) 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도록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옵트인을 시도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
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Compute Optimizer 옵트인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p. 15)을 참조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 실패
설명

계정에는 옵트인 실패 상태와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표시됩니다.

원인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를 사용하여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조직과 그 계정의 작
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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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을 가져오거나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Organizations 설명서의 다른AWS 서비스와AWS Organizations 함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조직의 관리 계
정을 사용하여 옵트인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원 계정을 포함시키면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조직 계정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옵트인을 
시도한 사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Compute Optimizer 옵트인을 수행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
의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AWS Organizations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권한을 
추가한 후 조직의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다시 가입하고 조직 내의 모든 구성
원 계정을 포함시키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계정에서 옵트인하기” (p. 7)을 참조하세요.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가져오거나 
업데이트하지 못했습니다.
설명

Compute Optimizer 콘솔에서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가져오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배너가 표시됩니다.

원인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보거나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보거나 편집할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관리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 부여 정책 (p. 1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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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보기 최적화 인스턴스 보기
AWS Compute Optimizer 대시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지원되는 리소스 유형에 대한 최적화 기회를 평
가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대시보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며, 이 정보는 매일 새로 고쳐지고 
리소스의 사양 및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생성됩니다.

비용 절감 기회
비용 절감 기회 섹션에는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을 구현하는 경우 절감할 수 있
는 월별 총 예상 USD 금액 및 비율 (온디맨드 인스턴스 요금 기준) 이 표시됩니다. 또한 각 리소스 유형에 대
한 예상 월간 절감액도 표시됩니다. 리소스를 평가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절감 기회가 가장 큰 리소스 
유형을 우선시하세요.

Important

비용 절감 기회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비용 탐색기에 가입하고 Cost Explorer 기본 설정 페이지
에서 Amazon EC2 리소스 추천 받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Cost Explorer 탐색기와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Cost Explorer는 기존 리소스의 
가격, 권장 리소스의 가격 및 과거 사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절감액 추정치를 생성합니다. 예상 월간 
절감액은 생성된 각 권장 사항과 관련된 예상 비용 절감액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 관리 
사용 설명서의 Cost Explorer 활성화 및 권장 사항 적정화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EC2 인스턴스의 월별 예상 비용 절감 및 비용 절감 기회는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의 예상 월간 
절감액 (온디맨드) 및 비용 절감 기회 (%) 열에 나와 있습니다. 예상 월별 절감액 계산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예상 월별 절감액 및 절감액 기회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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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개선 기회
성능 개선 기회 섹션에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워크로드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계정 내 리소스 수와 비율이 표시됩니다. 또한 리소스 유형별 성능 위험 분류도 표시됩니다. 
리소스에는 높음, 중간 및 매우 낮음의 성능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능 개선을 위해 리소스를 평가하려
면 성능 위험이 높은 리소스 유형의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개별 EC2 인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현재 성능 위험은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현재 
성능 위험 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C2 인스턴스의 현재 성능 위험을 (p. 63) 참조하십시
오.

결과
검색 결과 섹션에는 계정의 다양한 리소스 유형에 대한 검색 결과 분류 수 및 비율이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Fargate의 EC2 인스턴스, Auto Scaling 그룹, Lambda 함수 및 Amazon ECS 서비스
를 언더 프로비저닝, 오버 프로비저닝 또는 최적화된 것으로 분류합니다. Amazon EBS 볼륨은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최적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후반부의 연구 결과 분류 (p. 51)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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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분류
Compute Optimizer at-a-glance 콘솔의 결과 분류는 분석 기간 동안 리소스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줍
니다. 검색 결과 분류는 리소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분류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지
원하는 서비스 및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EC2 인스턴스 검색 분류

Classification 설명

부족한 프로비저닝된 프로비저닝
된

CPU, 메모리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인스턴스 사양 중 하나 이상이 워
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EC2 인스턴스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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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caling 찾기 분류 찾기 분
류를 찾기 위한 그룹 찾기 분류

Classification 설명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로비저닝 부족 EC2 인스
턴스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버프로비저닝 EC2 인스턴스는 CPU, 메모리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인스턴스의 사양 
중 하나 이상을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경우와 과소 프로비저닝된 사양이 없는 경우 오버프로비저닝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로비저닝 과다 EC2 인스턴스는 불필요한 인
프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됨 EC2 인스턴스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인스턴스의 모든 사양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인스턴스가 오버프로비저닝
되지 않을 때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적화된 인스턴스의 경우 
Compute Optimizer가 차세대 인스턴스 유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Note

예를 들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인스턴스가 제대로 프로비저닝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프로비저닝된 것으로 밝혀진 이유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이유를 생성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유 찾기 (p. 57) 주제에서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기 (p. 56) 단원을 
참조하세요.

Auto Scaling 찾기 분류 찾기 분류를 찾기 위한 그룹 찾
기 분류

Classification 설명

최적화되지 않음 없음 없음 워크로드에 더 나은 성능 또는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확인한 경우 Auto Scaling 최적화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적화됨 선택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그룹이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
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판단한 경우 Auto Scaling 최
적화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그룹이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timizer에서 판단한 경우 오토 스케일링이 최적화된 인스
턴스 유형에 따라 그룹이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 
최적화된 Auto Scaling 그룹의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차세대 인스턴스 유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Note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의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Auto Scaling 그룹이 최적화
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된 이유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검색 이유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유 찾기 (p. 57) 주제에서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기 (p. 56)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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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볼륨 찾기 분류 찾기 분

류 찾기 분류 찾기 분류 찾기 분류

EBS 볼륨 찾기 분류 찾기 분류 찾기 분류 찾기 분류 찾
기 분류

Classification 설명

최적화되지 않음 없음 없음 EBS 볼륨에 더 나은 성능이나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볼륨 유형, 크기 
또는 IOPS 사양을 파악한 경우 EBS 볼륨이 최적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적화됨 선택한 볼륨 유형, 볼륨 크기 및 IOPS 사양을 기반으로 볼륨이 실행되
도록 볼륨이 실행되도록 볼륨이 실행되도록 볼륨이 실행되도록 볼륨
이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판단한 경우 최적화된 볼륨 유형, 볼륨 크기 및 IOPS 사양을 기반으로 
볼륨이 실행되도록 볼륨이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timizer에서 판단한 경우 오 최적화된 리소스의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차세대 볼륨 유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Lambda 함수 찾기 분류 찾기 분류를 찾는 Lambda

Classification 설명

최적화되지 않음 없음 없음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구성된 메모리 또는 CPU 전력 (구
성된 메모리에 비례함) 이 부족하거나 과잉 프로비저닝된 것으로 확
인되면 Lambda 함수가 최적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워크로드에 더 나은 성능 또는 비용
을 제공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함수가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메모리
가 제대로 프로비저닝되지 않았거나 메모리가 과도하게 프로비저닝된
검색 이유를 표시합니다.

최적화됨 Lambda 함수를 실행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또는 CPU 전원 (구성된 메
모리에 비례하는) CPU 전원 또는 CPU 전원 (구성된 메모리에 비례) 
의 판단한 경우 Lambda 함수가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Unavailable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
지 못했습니다. 이는 함수가 Lambda 함수용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요구 사항을 (p. 6) 충족하지 않았거나 해당 함수가 권장 
사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분류에 대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과 같은 검
색 이유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함수에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권장 사항을 생성하기에 충
분한 지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 함수의 구성 메모리가 1,792MB보다 커서 함수가 권장 사항에 적합
하지 않거나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신뢰도가 높은 권장 
사항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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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gate에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분류를 찾기 
위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분류 찾기 Fargate 

Classification 설명

Note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함수는 Compute Optimizer 콘
솔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Fargate에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분류를 찾기 
위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분류 찾기 Fargate

Classification 설명

부족한 프로비저닝된 프로비저닝
된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메모리 또는 CPU가 충분하지 않다
는 것을 감지하면 Amazon ECS 서비스가 제대로 프로비저닝되지 않
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가 제대
로 프로비저닝되지 않았거나 메모리가 부족하게 프로비저닝된 이유를 
표시합니다. Amazon ECS 서비스가 제대로 프로비저닝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오버프로비저닝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과도한 메모리 또는 CPU가 있는 
것을 감지하면 Amazon ECS 서비스가 오버프로비저닝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 오버 프로비저닝 또는
메모리 오버 프로비저닝의 검색 원인을 표시합니다. Amazon ECS 서
비스를 과도하게 프로비저닝하면 추가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최적화됨 Amazon ECS 서비스의 CPU와 메모리가 모두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서비스가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유 찾기 (p. 82)Fargate에서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프로비저닝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
비스 서비스에 (p. 80)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보기
리소스에 대한 대시보드 및 최적화 결과를 보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시보드에는 현재 로그인한 계정의 전체AWSAWS 리전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결과 개요가 
표시됩니다.

3. 대시보드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결과를 보려면 계정 을 선택한 다음 다른 계정 ID를 선택합니다.

Note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을 옵트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mpute Optimizer 옵티마이저에서 지원하는 계정 (p. 7) 및
Compute Optimizer 및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p. 10) 단원을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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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보기

• 대시보드에서 비용 절감 기회 및 성과 개선 기회 섹션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기어 아이콘을 선택하고 
표시하거나 숨길 섹션을 선택한 다음 적용을 선택합니다.

• 대시보드의 결과를 하나 이상으로 필터링하려면 하나 이상의AWS 리전 지역별 필터링 텍스트 상자에 
지역 이름을 입력하거나 나타나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지역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필터를 지우려면 필터 옆에 있는 필터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최적화 권장 사항을 보려면 표시된 리소스 유형 중 하나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링크를 선택하거나 검

색 결과 분류 옆에 나열된 리소스 수를 선택하여 해당 분류에 대한 리소스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
보는 리소스 권장 사항 보기 (p. 56)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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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2 인스턴스 권고

리소스 권장 사항 보기
AWS리소스에 대한 권장 사항은AWS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다음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리소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실행 중인 각 리소스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생성한 상위 권장 
사항이 나열됩니다.

• 리소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특정 리소스에 대한 상위 권장 사항 옵션과 해당 리소스의 사용률 지표 그래
프가 나열됩니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지원하는 다음 각AWS 리소스에 대한 권장 사항 및 리소스 세부 정보 페
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mazon EC2 인스턴스
• Auto Scaling 그룹
• 아마존 EBS 볼륨
• AWS Lambda 함수
•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기
AWS Compute Optimizer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유형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은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다음 페이지에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이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다음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각 현재 인스턴스, 검색 결과 분류 (p. 57), 검색 원인 (p. 57), 플
랫폼 차이 (p. 61), 현재 인스턴스 유형 및 선택한 구매 옵션의 (p. 62) 현재 시간당 요금이 나열됩니
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주요 권장 사항은 각 인스턴스 옆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권장 사항
에는 권장 인스턴스 유형, 선택한 구매 옵션의 시간당 요금, 현재 인스턴스 간의 가격 차이가 포함됩니다. 
권장 사항 페이지를 사용하여 현재 인스턴스를 상위 권장 사항과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스턴스를 
확장할지 축소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특정 인스턴스에 대한 최대 3개의 최적화 권장 사항이 나열됩니다.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선택한 구매 옵션
에 대한 각 권장 사항의 사양, 성능 위험 (p. 63) 및 시간당 가격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현재 인스턴스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권장 옵션에 대한 예상 사용률 지표와 겹쳐
져 표시됩니다.

권장 사항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지난 14일 동안 현재 인스턴스의 사양 및 사용률 지표
를 분석하여 생성됩니다. 또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유료 기능을 (p. 32) 활성화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분석하
여 권장 사항이 생성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석한 지표AWS Compute Optimizer (p. 25)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권장 사항을 생성하는 데 최대 24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려
면 충분한 지표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리소스 및 요구 사항 (p. 3) 섹션을 참
조하세요.

목차
• 분류 찾기 (p. 57)
• 이유 찾기 (p. 57)
• AWS그래비톤 기반 인스턴스 추천 (p. 59)
•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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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찾기

• 마이그레이션 노력 (p. 60)
• 플랫폼 차이점 (p. 61)
• 가격 및 구입 옵션 (p. 62)
• 예상 월별 절감액 및 절감액 기회 (p. 62)
• 성능 위험 (p. 63)
• 현재 성능 위험 (p. 63)
• 사용률 그래프 (p. 64)
•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기 (p. 65)
•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보기 (p. 66)

분류 찾기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의 Finding 열에는 분석 기간 동안 각 인스턴스의 성능이 요약되어 표시됩니
다.

다음 검색 결과 분류가 EC2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Classification 설명

프로비저소 프로비저소 프로비저
닝

CPU, 메모리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인스턴스 사양 중 하나 이상이 워
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EC2 인스턴스가 제대로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로비저닝 부족 EC2 인스
턴스는 애플리케이션 성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버프로비저닝 EC2 인스턴스는 CPU, 메모리 또는 네트워크와 같은 인스턴스의 사양 
중 하나 이상을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경우와 과소 프로비저닝된 사양이 없는 경우 오버프로비저닝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로비저닝 과다 EC2 인스턴스는 불필요한 인
프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됨 EC2 인스턴스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인스턴스의 모든 사양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인스턴스가 오버프로비저닝
되지 않을 때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적화된 인스턴스의 경우 
Compute Optimizer가 차세대 인스턴스 유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유 찾기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및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Finding easons 열에는 언더 프로비저닝 또는 
오버 프로비저닝된 인스턴스 사양이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검색 이유가 인스턴스에 적용됩니다.

이유 찾기 설명

CPU 가 프로비저프로비저프로비
저닝

인스턴스의 CPU 구성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워크로드의 성능 요
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
의CPUUtilization 메트릭을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CPU 가 프로비저프로비저프로비
저닝됨

인스턴스의 CPU 구성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
며 더 나은 CPU 성능을 제공하는 대체 인스턴스 유형이 있습니다. 이
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의CPUUtilization 메트릭을 분석
하여 식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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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찾기

이유 찾기 설명

메모리가 프로비저프로비저닝됨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인스턴스의 메모리 구성 크
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의 메모리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Note

메모리 사용률은 통합CloudWatch 에이전트가 설치된 리소스
에 대해서만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CloudWatch 
Agent를 통한 메모리 사용률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메모리가 소 프로비저프로비저닝
됨

인스턴스의 메모리 구성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
하며 더 나은 메모리 성능을 제공하는 대체 인스턴스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의 메모리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Note

메모리 사용률은 통합CloudWatch 에이전트가 설치된 리소스
에 대해서만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CloudWatch 
Agent를 통한 메모리 사용률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E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인스턴스의 EBS 처리량 구성은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워크로드의 성
능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
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VolumeReadBytes 및VolumeWriteBytes
메트릭을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E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인스턴스의 EBS 처리량 구성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
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EBS 처리량 성능을 제공하는 대체 인스
턴스 유형도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VolumeReadBytes 및VolumeWriteBytes 메트릭을 분
석하여 식별됩니다.

E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인스턴스의 EBS IOPS 구성은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워크로드의 성
능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
스에 연결된 EBS 볼륨의VolumeReadOps 및VolumeWriteOps 메트
릭을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E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인스턴스의 EBS IOPS 구성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EBS IOPS 성능을 제공하는 대체 인스턴스 유
형도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에 연결된 EBS 볼
륨의VolumeReadOps 및VolumeWriteOps 메트릭을 분석하여 식별
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이 프로비저프로
비저프로비저닝됨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대역폭 구성 크기를 줄이면서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
의NetworkIn 및NetworkOut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대역폭 구성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네트워크 대역폭 성능을 제공하는 
대체 인스턴스 유형도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
의NetworkIn 및NetworkOut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이 검색 
이유는 인스턴스의NetworkIn 또는NetworkOut 성능이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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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찾기 설명

네트워크 PPS PS PS PS PS PS 
PS PS PS PS PS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PPS (초당 패킷 수) 구성은 크기를 줄일 수 있으
며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의NetworkPacketsIn 및NetworkPacketsOut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네트워크 PPS PS PS PS PS PS 
PS PS PS PS PS PS PS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PPS (초당 패킷 수) 구성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
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네트워크 PPS 성능을 제
공하는 대체 인스턴스 유형도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
스턴스의NetworkPacketsIn 및NetworkPacketsOut 지표를 분석
하여 식별됩니다.

디스크 IOPS가 오버프로비저닝됨 인스턴스의 디스크 IOPS 구성은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
턴스의DiskReadOps 및DiskWriteOps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
다.

디스크 IOPS가 제대로 프로비저
닝되지 않음

인스턴스의 디스크 IOPS 구성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
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디스크 IOPS 성능을 제공하는 대
체 인스턴스 유형도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
의DiskReadOps 및DiskWriteOps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디스크 처리량 인스턴스의 디스크 처리량 구성 크기를 줄이면서 워크로드의 성능 요
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
의DiskReadBytes 및DiskWriteBytes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
다.

디스크 처리량 인스턴스의 디스크 처리량 구성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디스크 처리 성능을 제공하는 대
체 인스턴스 유형도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인스턴스
의DiskReadBytes 및DiskWriteBytes 지표를 분석하여 식별됩니
다.

Note

인스턴스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
스에 사용할 수 있는CloudWatch 지표 목록을 참조하세요. EBS 볼륨 개선 도우미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CloudWatch 지표를 참조하세요.

인스턴스 유형을 변경하여 인스턴스의 CPU, 로컬 디스크, 메모리 또는 네트워크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 유형을 C5에서 C5n으로 변경하여 네트워크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용 인스턴스 유형 가이드 변경 및 Windows용 인스턴스 유형 가이드 변경을 참조하
십시오.

Amazon EBS 엘라스틱 볼륨을 사용하여 EBS 볼륨의 IOPS 또는 처리량 사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엘라스틱 볼륨을 참조하십시오.

AWS그래비톤 기반 인스턴스 추천
Amazon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을 볼 때AWS Graviton 기반 인스턴스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의 가격 
및 성능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 드롭다운에서 그래비톤 (aws-
arm64) 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urrent] 를 선택하면 현재 인스턴스와 동일한 CPU 공급업체 및 아
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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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현재 가격, 권장 가격, 가격 차이, 가격 차이 (%) 및 예상 월간 절감액 열이 업데이트되어 현재 인스
턴스 유형과 선택한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의 인스턴스 유형 간의 가격 비교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Graviton (aws-arm64) 을 선택하면 현재 인스턴스 유형과 권장 Graviton 기반 인스턴스 유형 
간에 가격이 비교됩니다.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의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열에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추론한 대로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열됩니다. 이 칼럼은 인스턴스의 속
성을 분석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속성에는 인스턴스 이름, 태그 및 구성이 포함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현재 인스턴스에서 Amazon EMR,,,,,Apache Cassandra,Apache 
HadoopMemcachedNGINXPostgreSQLRedisKafka, 또는 을 실행하는지 여부를 추론할 수SQLServer 있습
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론하여 x86 기반 인스턴스 
유형에서Arm 기반AWSGraviton 인스턴스 유형으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드는 노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가이드의 다음 섹션에마이그레이션 노력 (p. 60) 있는 를 참조하십시오.

Note

중동 (바레인),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아시아 태평양 (홍콩), 유럽 (밀라노) 및 아시아 태평양 (자카
르타) 리전은 SqlServed Instances (자카르타) 리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 노력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및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마이그레이션 노력 열에는 현재 인스턴스 유
형에서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작업 수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로드 유형을 유추할 수 없지만AWSGraviton 인스턴스 유형을 권장하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작업량
은 보통입니다. Amazon EMR이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이고AWSGraviton 인스턴스 유형이 권장되는 경우 마
이그레이션 작업량이 적습니다. 현재 인스턴스 유형과 권장 인스턴스 유형이 모두 동일한 CPU 아키텍처일 
경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매우 적습니다. x86 기반 인스턴스 유형에서Arm 기반AWSGraviton 인스턴스 유
형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raviton시작하기에서 워크로드를AWSGraviton2 
기반 Amazon EC2 인스턴스로 전환할 때의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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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차이점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플랫폼 차이 열에는 현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스턴스 유형 간의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스턴스에서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구성 차
이를 고려하십시오.

EC2 인스턴스에는 다음과 같은 플랫폼 차이가 적용됩니다.

플랫폼 차이 설명

아키텍처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CPU 아키텍처는 현재 인스턴스 유형의 CPU 아
키텍처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권장 인스턴스 유형은Arm CPU 아키텍
처를 사용하고 현재 인스턴스 유형은 x86과 같은 다른 아키텍처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새 아키텍처에 맞게 인스턴
스의 소프트웨어를 다시 컴파일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또는 새 아
키텍처를 지원하는 Amazon Machine Image (AMI) 로 전환할 수 있습
니다. 각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CPU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하이퍼바이저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하이퍼바이저는 현재 인스턴스의 하이퍼바이저
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권장 인스턴스 유형은Nitro 하이퍼바이저를 사
용하고 현재 인스턴스는Xen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하이퍼바이저 간에 고려할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FAQ의 Nitro하이퍼바이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Nitro 시스템에 구축된 인스턴
스 또는 Windows용Linux Amazon EC2 사용 설명서에서Nitro 시스템
에 구축된 인스턴스를 참조하십시오.

인스턴스 스토어 가용성 권장 인스턴스 유형은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마
이그레이션하기 전에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데이터를 보존하려면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데이터를 백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Amazon EBS
에 백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를 참조하십시오. AWS프리미엄 
Support 지식 베이스에서 자세한 내용은 Linux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기능 및 Amazon EC2 인스턴스 스토
어를 참조하거나 Windows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기능 및 Amazon EC2 인스턴스 스토어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현재 인스턴스의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권장 인스턴스 유형은 향상
된 네트워킹을 사용하지만 현재 인스턴스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장 인스턴스 유형에 대해 향상된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면 엘라스
틱 네트워크 어댑터 (ENA) 드라이버 또는 Intel 82599 가상 함수 드라
이버를 설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Linux용 Amazon EC2 사용 설
명서의 Linux의 네트워킹 및 스토리지 기능 및 향상된 네트워킹 또는
Windows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Windows의 네트워킹 및 스
토리지 기능 및 향상된 네트워킹을 참조하십시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는 현재 인스턴스의 스토
리지 인터페이스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권장 인스턴스 유형은 NVMe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현재 인스턴스는 이러한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NVMe 볼륨에 액세
스하려면 NVMe 드라이버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자세
한 내용은 Linux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네트워킹 및 스토리
지 기능과 Linux 인스턴스의 Amazon EBS 및 NVMe 또는 Windows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에서 Windows 인스턴스의 네트워킹 및 스
토리지 기능 및 Amazon EBS 및 NVM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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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구입 옵션

플랫폼 차이 설명

가상화 유형 권장 인스턴스 유형은 하드웨어 가상 머신 (HVM) 가상화 유형을 사용
하며 현재 인스턴스는 반가상화 (PV) 가상화 유형을 사용합니다. 이러
한 가상화 유형 간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AMI 가상화 유형 또는 Windows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Windows AMI 가상화 유형을 참조하세요.

가격 및 구입 옵션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및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양한 Amazon EC2 구매 옵션에 따라 현
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스턴스의 시간당 요금을 확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선결제 없는 
표준 옵션인 예약 인스턴스 (Reserve Instance) 에서 현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스턴스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요금 정보를 사용하여 현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스턴스 간의 가격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권장 사항 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현재 인스턴스의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사용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다음 구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디맨드 인스턴스 - 온디맨드 인스턴스는 온디맨드로 사용하는 인스턴스입니다. 라이프사이클을 완벽하
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작, 중지, 중지 및 종료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 약정이나 선결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
서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참조하십시오.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EC2 EC2 인스턴스 요금을
참조하세요.

• Resved Instances (표준 1년 또는 3년 약정, 선결제 없음) - Resved Instances (표준 1년 또는 3년 약정, 선
결제 없음) - Resved Instances (표준 1년 또는 3년 약정, 선결제 없음) - Resved Instances (표준 1년 또
는 3년 약정, 선결제 없음) Resved Instances 는 물리적 인스턴스가 아니며 계정에서 온디맨드 인스턴스
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결제 할인에 가깝습니다. Resved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Resved Instances 를 참조하세요.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EC2 예약 인스턴스 요금을 참조하세요.

구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구매 옵션을 참조
하십시오.

예상 월별 절감액 및 절감액 기회
월별 예상 절감액 (온디맨드) 및 월간 예상 절감액 (RI 및 Savings Plan) 열에는 현재 인스턴스 유형에서 해당 
요금 모델의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할 때 발생하는 대략적인 월별 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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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위험

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 절감 기회 (%) 열에는 현재 인스턴스의 온디맨드 가격과 권장 인스턴스 유형 가격 간
의 백분율 차이가 표시됩니다.

Important

비용 절감 기회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Cost Explorer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
면 Cost Explorer 기본 설정 페이지에서 Amazon EC2 리소스 추천 수신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
게 하면 Cost Explorer 탐색기와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Cost Explorer는 기존 리소스의 가격, 권장 리소스의 가격 및 과거 사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절감액 
추정치를 생성합니다. 예상 월간 절감액은 생성된 각 권장 사항과 관련된 예상 비용 절감액을 반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 관리 사용 설명서의 Cost Explorer 활성화 및 권장 사항 적정화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예상 월별 절감액 계산
각 추천에 대해 권장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산됩니다. 예상 월간 절감액은 현재 인스
턴스의 실행 시간 수와 현재 인스턴스 유형과 권장 인스턴스 유형 간의 요금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ompute Optimizer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인스턴스의 월간 예상 절감액은 계정에서 초과 프로비저닝된 모든 
인스턴스의 월별 예상 절감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성능 위험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Performance risk 열에서는 각 권장 인스턴스 유형이 워크로드의 리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권장 인스턴스의 각 사양
에 대한 개별 성능 위험 점수를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CPU, 메모리, EBS 처리량, EBS IOPS, 디스크 처리량, 
디스크 IOPS, 네트워크 처리량 및 네트워크 PPS와 같은 사양이 포함됩니다. 권장 인스턴스의 성능 위험은 
분석된 리소스 사양에 대한 최대 성능 위험 점수로 계산됩니다.

값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및 매우 높음까지 다양합니다. 성능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인스턴스 유형 
권장 사항이 항상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위험이 높을수록 리소스
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권장 사항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 향상, 비용 절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최적화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유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Note

Compute Optimizer API,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및AWS SDK에서 성능 위험은0
(매우 낮음) 에서4 (매우 높음) 까지의 척도로 측정됩니다.

현재 성능 위험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의 현재 성능 위험 열에서는 각 현재 인스턴스가 해당 워크로드의 리소스 요
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현재 성능 위험 값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및 높음의 범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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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률 그래프

니다. 성능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인스턴스가 항상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성능 위험이 높을수록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생성한 권장 사항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
이 높습니다.

사용률 그래프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현재 인스턴스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에는 분석
된 기간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각 5분 간격 내의 최대 사용률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그래프를 변경하여 지난 24시간, 3일, 1주 또는 2주 동안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
표 유료 기능을 (p. 32) 활성화하면 3개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통계를 평균과 최대값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Note

인스턴스가 중지 상태인 기간 동안 사용률 그래프에는 값이 0으로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활용률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 이름 설명

CPU 사용률 (백분율)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할당된 EC2 컴퓨팅 유닛의 
백분율입니다.

CPU 사용률 그래프에는 현재 인스턴스 유형의 
CPU 사용률 데이터를 선택한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CPU 사용률 데이터와 비교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교를 통해 분석 기간 동안 선택한 권장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할 경우 CPU 사용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권장 인스턴스 유형이 워
크로드의 성능 임계값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Note

버스터블 베이스라인은 T 인스턴스에만 표
시됩니다. 이 기준 성능을 사용하여 CPU 
사용률이 특정 T 인스턴스의 기준 사용률
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에 대한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
턴스에 대한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턴스에 대한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턴스에 대한 Amazon 
EC2 사용 설명서의 Linux 인스턴스에 대한

메모리 사용률 (백분율) 응용 프로그램 및 운영 체제에서 할당한 메모리 사
용량 비율입니다.

메모리 사용률 그래프에는 현재 인스턴스 유형의 메
모리 사용률 데이터를 선택한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메모리 사용률 데이터와 비교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비교를 통해 분석 기간 동안 선택한 권장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권장 인스턴스 유형이 
워크로드의 성능 임계값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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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이름 설명

Note

메모리 사용률 그래프는 통합CloudWatch 
에이전트가 설치된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채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사용
CloudWatch설명서의 Amazon EC2 인스
턴스 및 온프레미스 서버로부터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온프레미스 서버의 지표 
및 로그 수집을 참조하십시오.CloudWatch

네트워크 입력 (MIB/초) 인스턴스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받은 초
당 메비바이트 (MiB) 수입니다.

네트워크 출력 (Mib/초) 인스턴스가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보낸 초
당 메비바이트 (MiB) 수입니다.

네트워크 패킷 수 (초당)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인스턴스가 받은 패
킷 수입니다.

네트워크 패킷 출력 (초당) 모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인스턴스가 보낸 패
킷 수입니다.

디스크 읽기 작업 (초당)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에서 초당 완료된 
읽기 작업입니다.

디스크 쓰기 작업 (초당)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에서 초당 완료된 
쓰기 작업입니다.

디스크 읽기 대역폭 (Mib/초)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에서의 MiB 읽기 
작업입니다.

디스크 쓰기 대역폭 (Mib/초)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에서의 쓰기 메비
바이트 (MiB) 입니다.

E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인스턴스에 연결된 모든 EBS 볼륨에서의 작업입니
다.

Xen 인스턴스의 경우 볼륨에서 읽기 작업이 있을 때
에만 데이터가 보고됩니다.

E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BS

인스턴스에 연결된 모든 EBS 볼륨으로의 완료된 쓰
기 작업입니다.

Xen 인스턴스의 경우 볼륨에서 쓰기 작업이 있을 때
에만 데이터가 보고됩니다.

EBS 읽기 대역폭 (MIB/초) 인스턴스에 연결된 모든 EBS 볼륨에서의 바이트 읽
기 작업입니다.

EBS 쓰기 대역폭 (MIB/초) 인스턴스에 연결된 모든 EBS 볼륨으로의 완료된 메
비바이트 (MiB) 입니다.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현재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확
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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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EC2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현재 인스턴스의 사양 및 검색 분류와 권장 인스턴스의 사양이 나열됩니다. 나열
된 현재 인스턴스는 선택한 계정에서 현재 선택한AWS 지역의 인스턴스입니다.

3.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WSGraviton 기반 인스턴스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 가격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Graviton (aws-arm64) 을 선택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Current (기본값) 옵션은 현재 인스턴스와 동일한 CPU 공급업체 및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표시합니다.

• 검색 결과AWS 리전, 원인 찾기 또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을 기준으로 권장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이
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속성별 필터링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나타나는 드롭다
운 목록에서 속성과 값을 선택합니다.

• 추천을 태그별로 필터링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먼저 태그 키 또는 태그 값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을 필터링할 기준으로 사용할 키 또는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Owner 키와 값이 인 태그가 있는 모든 권장 사항을 찾으려면 필터 이름과TeamA 필터 값을 
지정하십시오tag:Owner.TeamA

• 다른 계정의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계정을 선택한 다음 
다른 계정 ID를 선택합니다.

Note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
스가 활성화된 경우 다른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Compute Optimizer 옵티마이저에서 지원하는 계정 (p. 7) 및 Compute Optimizer 및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p. 10) 단원을 참조하세요.

• 선택한 필터를 지웁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터 옆에 있는 필터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표시된 구매 옵션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Settings (기어 아이콘) 를 선택한 다음 On-Demand 

Instances (온디맨드 인스턴스, Resved Instances, 표준 1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ved Instances, 표
준 3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ved Instances, 표준 3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ved Instances, 표준 3년 
선결제 없음

• 특정 인스턴스의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액세스하려
는 인스턴스 옆에 있는 검색 분류를 선택합니다.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보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특정 인스턴스의 세부 정보 및 권장 사
항을 볼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EC2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3. 자세한 정보를 보려는 인스턴스 옆에 있는 검색 분류를 선택합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선택한 인스턴스에 대한 최적화 권장 사항이 최대 세 개까지 나열됩니다. 이 페이
지에는 현재 인스턴스의 사양, 권장 인스턴스의 사양 및 성능 위험,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나열됩니다.

4.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WSGraviton 기반 인스턴스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의 가격 및 성능 영향을 보려면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 드롭다운에서 Graviton (aws-arm64) 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urrent (기본값) 옵
션은 현재 인스턴스와 동일한 CPU 공급업체 및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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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된 인프라 지표 유료 기능을 활성화하면 보고 있는 EC2 인스턴스의 지표 분석 룩백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14일 대비). 자세한 정보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p. 32)을 참조
하세요.

• 권장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스턴스 간의 사용률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스턴스의 사용률 측정치 그래프가 페이지의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파란색 실선은 현재 인스턴
스의 사용률을 나타냅니다. 주황색 점선은 분석 기간 동안 선택한 권장 인스턴스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인스턴스의 예상 사용률입니다. 주황색 점선은 CPU 사용률 및 메모리 사용률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 그래프의 시간 범위를 변경하려면 시간 범위를 선택한 다음 최근 24시간, 최근 3일, 지난 주 또는 최근 
2주를 선택합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p. 32) 활성화한 경우 최근 3개월을 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짧은 시간 범위를 선택하면 데이터 요소가 더 세밀하게 표시되어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
합니다.

• 그래프의 통계 값을 변경하려면 [통계] 를 선택한 다음 [평균] 또는 [최대값] 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워크로드의 일반적인 인스턴스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관찰된 가장 높은 값을 보려면 선택 사항을 Maximum (Maximum) 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경과에 따른 워크로드의 인스턴스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되는 구매 옵션을 변경하려면 Settings (기어 아이콘) 을 선택한 다음 On-Demand Instances (온
디맨드 인스턴스, Resved Instances, 표준 1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ved Instances, 표준 3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ved Instances, 표준 3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ved Instances, 표준 3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ved Instances,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
기

AWS Compute OptimizerAmazon EC2 Auto Scaling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인스턴스 유형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권장 사항은AWS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다음 페이지에 표시됩니
다.

•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현재 Auto Scaling 그룹, 검색 결과 분류 (p. 68), 현재 인스
턴스 유형, 선택한 구매 옵션의 (p. 70) 현재 시간당 가격 및 현재 구성이 각각 나열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주요 권장 사항은 각 Auto Scaling 그룹 옆에 나열되며 권장 인스턴스 유형, 선택한 
구매 옵션의 시간당 요금, 현재 인스턴스와 권장 사항 간의 가격 차이를 포함합니다. 권장 사항 페이지를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의 현재 인스턴스를 상위 권장 사항과 비교하면 인스턴스를 확장할지 축소할
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특정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최적화 권장 사항이 최대 세 개까지 나열됩니다. 여기에는 선택한 구매 옵션에 
대한 각 권장 사항의 사양, 성능 위험 (p. 71) 및 시간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현
재 Auto Scaling 그룹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도 표시됩니다.

권장 사항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이는 지난 14일 동안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사양 및 사용률 지표를 분
석하여 생성되며, 향상된 인프라 지표 유료 기능을 (p. 32) 활성화하면 더 오래 걸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석
한 지표AWS Compute Optimizer (p. 25)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므
로 권장 사항을 생성하는 데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충분한 메트릭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리소스 및 요구 사항 (p. 3) 섹션을 참조하세요.

목차
• 분류 찾기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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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찾기

• AWS그래비톤 기반 인스턴스 추천 (p. 68)
•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p. 69)
• 마이그레이션 노력 (p. 69)
• 가격 및 구매 옵션 및 구매 옵션 (p. 70)
• 예상 월별 비용 절감 및 비용 절감 기회 (p. 70)
• 성능 위험 (p. 71)
• 현재 성능 위험 (p. 71)
• 사용률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p. 71)
•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p. 72)
•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p. 72)

분류 찾기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의 검색 결과 열에는 분석 기간 동안 각 Auto Scaling 그룹의 성과가 요약
되어 표시됩니다.

다음 결과 분류는 Auto Scaling 그룹에 적용됩니다.

Classification 설명

최적화되지 않음 워크로드에 더 나은 성능 또는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Compute Optimizer Optim에서 확인한 경우 Auto Scaling 최적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적화됨 선택한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 워크로드를 실행하도록 그룹이 올바르
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timizer Optim에서 판단한 경우 
Auto Scaling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tim에서 판
단한 경우 오토 스케일링이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tim에서 판단한 경우 오토 스케일링이 최적화된 Auto Scaling 그룹
의 경우 가 차세대 인스턴스 유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AWS그래비톤 기반 인스턴스 추천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을 보면AWS Graviton 기반 인스턴스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 가격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 드롭다운에서 그래비톤 (aws-
arm64) 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urrent] 를 선택하면 현재 인스턴스와 동일한 CPU 공급업체 및 아
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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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현재 가격, 권장 가격, 가격 차이, 가격 차이 (%) 및 예상 월간 절감액 열이 업데이트되어 현재 인스
턴스 유형과 선택한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의 인스턴스 유형 간의 가격 비교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Graviton (aws-arm64) 을 선택하면 현재 인스턴스 유형과 권장 Graviton 기반 인스턴스 유형 
간에 가격이 비교됩니다.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의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열에는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유추한 대로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열됩니다. 이렇게 하
려면 Auto Scaling 그룹에 있는 인스턴스의 속성 (예: 인스턴스 이름, 태그, 구성) 을 분석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현재 인스턴스에서 Amazon EMR, 아파치 카산드라, 아파치 하둡, Memcached, 
NGINX, PostgreSQL, Redis, Kafka 또는 SQLServer를 실행하는지 여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추론하여 x86 기반 인스턴스 유형에서 ARM 
기반AWS Graviton 인스턴스 유형으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드는 노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그레이션 노력 (p. 69)을 참조하세요.

Note

중동 (,), (, (, (((((((((((((((((((((((((), (케이프타운), (, (케이프타운), (, (,), (, (, (,), (, ((, ((,),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

마이그레이션 노력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및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의 마이그레이션 노력 열에는 현재 인스
턴스 유형에서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작업 수준이 나열되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워크로드 유형을 유추할 수 없지만AWS Graviton 인스턴스 유형을 권장하는 경우 마이그레이
션 작업량은 보통입니다. Amazon EMR이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이고AWS Graviton 인스턴스 유형이 권장되
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적은 것입니다. 현재 인스턴스 유형과 권장 인스턴스 유형이 모두 동일한 CPU 
아키텍처일 경우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매우 적습니다. x86 기반 인스턴스 유형에서 ARM 기반AWS Graviton 
인스턴스 유형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aviton Getting Starged에서 워크로드를
AWS Graviton2 기반 Amazon EC2 인스턴스로 전환할 때의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GitHub.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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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구매 옵션 및 구매 옵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및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Auto Scaling 그룹의 현재 EC2 인
스턴스와 다양한 Amazon EC2 구매 옵션에 따른 권장 인스턴스의 시간당 요금을 확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1년 선결제 없는 표준 옵션인 예약 인스턴스에서 현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스턴스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정보를 사용하여 현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스턴스 간의 가격 차이를 파악할 수 있습
니다.

Important

권장 사항 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현재 인스턴스의 실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2 사용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다음 구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디맨드 인스턴스 - 온디맨드 인스턴스는 온디맨드로 사용하는 인스턴스입니다. 수명 주기를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기 약정이나 선결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디맨드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사용 설명서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참조하십시오. 요금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Amazon EC2 온디맨드 인스턴스 요금을 참조하세요.

• 예약 인스턴스 (표준 1년 또는 3년 약정, 선결제 없음) - 예약 인스턴스를 이용하면 온디맨드 인스턴스 요금
에 비해 상당한 Amazon EC2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약 인스턴스는 물리적 인스턴스가 아니며 계
정에서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결제 할인에 가깝습니다. 예약 인스턴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Elastic Cloud 사용 설명서의 예약 인스턴스를 참조하십시오.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EC2 예약 인스턴스 요금을 참조하세요.

구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Elastic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구매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예상 월별 비용 절감 및 비용 절감 기회
월별 예상 절감액 (온디맨드) 및 월간 예상 절감액 (RI 및 Savings Plan) 열에는 Auto Scaling 그룹 워크로드
를 현재 인스턴스 유형에서 해당 요금 모델의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얻을 수 있는 대략
적인 월별 비용 절감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 절감 기회 (%) 열에는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현재 인스
턴스의 온디맨드 가격과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가격 간의 백분율 차이가 표시됩니다.

Important

비용 절감 기회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비용 탐색기에 가입하고 Cost Explorer 기본 설정 페이지
에서 Amazon EC2 리소스 추천 받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Cost Explorer 탐색기와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Cost Explorer는 기존 리소스의 
가격, 권장 리소스의 가격 및 과거 사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절감액 추정치를 생성합니다. 예상 월간 
절감액은 생성된 각 권장 사항과 관련된 예상 비용 절감액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 관리 
사용 설명서의 Cost Explorer 활성화 및 권장 사항 적정화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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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월별 절감액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각 권장 사항에 대해 권장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하여 새 인스턴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예
상 월간 절감액은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현재 인스턴스의 실행 시간 수와 현재 인스턴스 유형과 권장 인
스턴스 유형 간의 요금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ompute Optimizer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Auto Scaling 
그룹의 월별 예상 절감액은 계정에서 Auto Scaling 그룹에서 초과 프로비저닝된 모든 인스턴스의 월별 예상 
절감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성능 위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의 Performance risk 열에서는 각 권장 인스턴스 유형이 워크로드의 리
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 메모리, EBS 
처리량, EBS IOPS, 디스크 처리량, 디스크 IOPS, 네트워크 처리량 및 네트워크 PPS를 비롯한 권장 인스턴
스의 각 사양에 대한 개별 성능 위험 점수를 계산합니다. 권장 인스턴스의 성능 위험은 분석된 리소스 사양에 
대한 최대 성능 위험 점수로 계산됩니다.

값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및 매우 높음까지 다양합니다. 성능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인스턴스 유
형 권장 사항이 항상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위험이 높을수록 리소
스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권장 사항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능 향상, 비용 절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최적화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loud 사용 설명서의 인스턴스 유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Note

Compute Optimizer API,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및AWS SDK에서 성능 위험은0
(매우 낮음) 에서4 (매우 높음) 까지의 척도로 측정됩니다.

현재 성능 위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의 현재 성능 위험 열에서는 현재 각 Auto Scaling 그룹이 해당 워크로드
의 리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현재 성능 위험 값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및 높
음의 범위입니다. 성능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Auto Scaling 그룹이 항상 충분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
로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위험이 높을수록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생성한 권장 사항
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률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그룹의 현재 인스턴스에 대한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
래프에는 분석 기간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각 5분 시간 간격 내의 최대 사
용률을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그래프를 변경하여 지난 24시간, 3일, 1주 또는 2주 동안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
표 유료 기능을 (p. 32) 활성화하면 지난 3개월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71

https://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ec2-instance-resize.html


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활용률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설명

평균 CPU 사용률 (퍼센트)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할당된 
EC2 컴퓨팅 유닛의 평균 비율입니다.

평균 네트워크 입력 (Mib/초)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가 모든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에서 수신한 초당 메비바이트 (MiB) 수.

평균 네트워크 출력 (Mib/초)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가 모든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에서 전송한 초당 메비바이트 (MiB) 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현재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권
장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Auto Scaling 그룹을 선택합니다.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권장 그룹의 사양과 함께 Auto Scaling 그룹의 사양 및 검색 분류가 나열됩니다. 
현재 나열된 Auto Scaling 그룹은 선택한 계정에서 현재 선택한AWS 지역의 그룹입니다.

3.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WSGraviton 기반 인스턴스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 가격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Graviton (aws-arm64) 을 선택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Current (기본값) 옵션은 현재 인스턴스와 동일한 CPU 공급업체 및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표시합니다.

• 검색 결과 또는 원인 찾기를 기준으로AWS 리전 권장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속성별 필터링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나타나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속성과 값을 
선택합니다.

• 다른 계정의 인스턴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계정을 선택한 다음 다른 계정 
ID를 선택합니다.

Note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
스가 활성화된 경우 다른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Compute Optimizer 옵티마이저에서 지원하는 계정 (p. 7) 및 Compute Optimizer 및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p. 10) 단원을 참조하세요.

• 선택한 필터를 지웁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터 옆에 있는 필터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표시되는 구매 옵션을 변경하려면 먼저 Settings (기어 아이콘) 을 선택한 다음 On-Demand Instances, 

standard 1-year no upfront (온디맨드 인스턴스), Reserved Instances, standard 1-year no upfront (예
약 인스턴스, 표준 1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erved Instances, standard 3-year no upfront (예약 인스
턴스, 표준 3년 선결제 없음) 를 선택합니다.

• 특정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원하는 그룹 옆에 나열된 검색 결과 분류를 선택합니다.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하여 특정 그룹의 세부 정보 및 해당 권장 사항을 보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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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Auto Scaling 그룹을 선택합니다.
3. 자세한 정보를 보려는 Auto Scaling 그룹 옆에 나열된 검색 분류를 선택합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선택한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최적화 권장 사항이 최대 세 개까지 나열됩니다. 
Auto Scaling 그룹에 있는 현재 인스턴스의 사양, 권장 인스턴스의 사양 및 성능 위험, 사용률 지표 그래
프를 나열합니다.

4.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WSGraviton 기반 인스턴스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할 때의 가격 및 성능 영향을 보려면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 드롭다운에서 Graviton (aws-arm64) 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urrent (기본값) 옵
션은 현재 인스턴스와 동일한 CPU 공급업체 및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표시합니다.

• 향상된 인프라 지표 유료 기능을 활성화하면 보고 있는 Auto Scaling 그룹의 지표 분석 룩백 기간을 최
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14일 대비). 자세한 정보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p. 32)을 참
조하세요.

• 현재 인스턴스의 사용률 그래프는 페이지의 아래쪽에 현재 인스턴스의 사용률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파란색 실선은 Auto Scaling 그룹에 있는 현재 인스턴스의 사용률을 나타냅니다.

• 그래프의 시간 범위를 변경하려면 시간 범위를 선택한 다음 최근 24시간, 최근 3일, 지난 주 또는 최근 
2주를 선택합니다.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을 (p. 32) 활성화한 경우 최근 3개월을 선
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짧은 시간 범위를 선택하면 데이터 요소가 더 세밀하게 표시되어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
합니다.

• 표시되는 구매 옵션을 변경하려면 설정 (기어 아이콘) 을 선택한 다음 On-Demand Instances (온디맨
드 인스턴스), Reserved Instances, standard 1-year no upfront (예약 인스턴스, 표준 1년 선결제 없음) 
또는 Reserved Instances, standard 3-year no upfront (예약 인스턴스, 표준 3년 선결제 없음) 를 선택
합니다.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AWS Compute OptimizerAmazon EBS Store Store Store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볼륨에 대한 볼
륨 유형, 볼륨 크기, IOPS 및 처리량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EBS 볼륨에 대한 권장 사항은AWS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다음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각 현재 볼륨, 검색 결과 분류 (p. 74), 현재 볼륨 유형 및 현재 시간당 
가격이 나열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상위 권장 사항은 각 볼륨 옆에 나열되며 권장 볼륨 
유형, 권장 볼륨 크기, 권장 IOPS, 권장 사항의 월별 가격, 현재 볼륨과 권장 사항 간의 가격 차이를 포함합
니다. 권장 사항 페이지를 사용하여 현재 볼륨을 상위 권장 사항과 비교하면 볼륨을 확장할지 축소할지 결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특정 볼륨에 대한 최적
화 권장 사항이 최대 세 개까지 나열됩니다. 각 권장 사항의 사양, 성능 위험 (p. 74) 및 월별 가격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현재 볼륨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도 표시됩니다.

권장 사항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지난 14일 동안 현재 볼륨의 사양 및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생성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석한 지표AWS Compute Optimizer (p. 25)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특정 요구 사항 집합을 충족하는 EBS 볼륨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므로 
권장 사항을 생성하는 데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충분한 지표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리소스 및 요구 사항 (p. 3) 섹션을 참조하세요.

목차
• 분류 찾기 (p. 74)
• 예상 월별 절감액 및 절감액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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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위험 (p. 74)
• 현재 성능 위험 (p. 75)
• 사용률 그래프 (p. 75)
• EBS 볼륨 권장 사항 (p. 75)
• EBS 볼륨 세부 정보 (p. 76)

분류 찾기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의 검색 결과 열에는 분석 기간 동안 각 볼륨의 성능이 요약되어 표시됩니다.

다음 결과 분류는 EBS 볼륨에 적용됩니다.

Classification 설명

최적화되지 않음 워크로드에 더 나은 성능 또는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볼륨 유형, 볼륨 
크기 또는 IOPS 사양을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판단한 경
우 EBS 볼륨이 최적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적화됨 선택한 볼륨 유형, 볼륨 크기 및 IOPS 사양에 따라 워크로드를 실
행하도록 볼륨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판단한 경우 오BS 볼륨이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됩니
다. 최적화된 리소스의 경우 차세대 볼륨 유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예상 월별 절감액 및 절감액
월간 예상 절감액 (온디맨드) 열에는 EBS 볼륨을 현재 사양에서 권장 사양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얻을 수 있
는 대략적인 월간 비용 절감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 절감 기회 (%) 열에는 현재 EBS 볼륨 사양의 온디맨
드 가격과 권장 볼륨 사양의 가격 간의 백분율 차이가 표시됩니다.

Important

비용 절감 기회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비용 탐색기에 가입하고 Cost Explorer 기본 설정 페이지
에서 Amazon EC2 리소스 추천 받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Cost Explorer 탐색기와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Cost Explorer는 기존 리소스의 
가격, 권장 리소스의 가격 및 과거 사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절감액 추정치를 생성합니다. 예상 월간 
절감액은 생성된 각 권장 사항과 관련된 예상 비용 절감액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 관리 
사용 설명서의 Cost Explorer 활성화 및 권장 사항 적정화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예상 월별 절감액
각 권장 사항에 대해 권장 볼륨 사양을 사용하여 새 EBS 볼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예상 
월간 절감액은 현재 볼륨의 작동 시간 수와 현재 볼륨 사양과 권장 볼륨 사양 간의 요금 차이를 기준으로 계
산됩니다. Compute Optimizer 대시보드에 표시된 EBS 볼륨의 월별 예상 절감액은 검색 결과 분류가 최적화
되지 않은 계정의 모든 EBS 볼륨에 대한 예상 월간 절감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성능 위험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의 Performance risk 열에서는 각 EBS 볼륨 권장 사항이 워크로드의 리소스 요
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볼륨 유형, 볼륨 크기, 기준 
IOPS, 버스트 IOPS, 기준 처리량 및 버스트 처리량을 비롯한 EBS 볼륨 권장 사항의 각 사양에 대한 개별 성
능 위험 점수를 계산합니다. EBS 볼륨 권장 사항의 성능 위험은 분석된 리소스 사양에 대한 최대 성능 위험 
점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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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및 매우 높음까지 다양합니다. 성능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EBS 볼륨 권
장 사항이 항상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위험이 높을수록 리소스
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권장 사항이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성능 향상, 비용 절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최적화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loud Cloud Cloud Cloud 사용 설명서의 EBS 볼륨에 대한 수정 요청 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성능 위험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의 현재 성능 위험 열에서는 현재 각 EBS 볼륨이 해당 워크로드의 리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현재 성능 위험 값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및 높음의 범위입니
다. 성능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볼륨이 항상 충분한 용량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
다. 성능 위험이 높을수록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생성한 권장 사항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
니다.

사용률 그래프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현재 볼륨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에는 분석 기간의 데
이터가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각 5분 시간 간격 내의 최대 사용률을 사용하여 EBS 볼
륨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그래프를 변경하여 지난 24시간, 3일, 1주 또는 2주 동안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통계를 
평균과 최대값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활용률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 설명

읽기 작업 (초당) 현재 EBS 볼륨의 초당 완료된 읽기 작업 수입니다.

Xen 인스턴스의 경우 볼륨에서 읽기 작업이 있을 때
에만 데이터가 보고됩니다.

쓰기 작업 (초당) 현재 EBS 볼륨에 대한 초당 완료된 쓰기 작업입니
다.

Xen 인스턴스의 경우 볼륨에서 쓰기 작업이 있을 때
에만 데이터가 보고됩니다.

읽기 대역폭 (KiB/초) 현재 EBS 볼륨에서 초당 읽은 키비바이트 (KiB) 입
니다.

쓰기 대역폭 (KiB/초) 현재 EBS 볼륨에 기록된 초당 키비바이트 (KiB) 입
니다.

버스트 밸런스 (%) 현재 EBS 볼륨에 대해 버킷에 남아 있는 I/O 크레딧
의 비율입니다.

이 메트릭은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범용 SSD 
(gp2) 볼륨에 대해서만 표시됩니다.

EBS 볼륨 권장 사항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현재 볼륨에 대한 권장 사항을 확인하십시
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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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권장 볼륨의 사양과 함께 볼륨의 사양 및 찾기 분류가 나열됩니다. 나열된 현재 볼
륨은 선택한 계정에서 현재 선택한AWS 지역의 볼륨입니다.

3.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 또는 원인 찾기를 기준으로AWS 리전 권장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속성별 필터링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Then, choose the property and a value in the drop-
down list that appears.

• 추천을 태그별로 필터링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태그 키 또는 태그 값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EBS 볼륨 권장 사항을 필터링할 기준으로 사용할 키 또는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키와 값이 인 태그가 있는 모든 권장 사항을 찾으려면 필터 이름과TeamA 필터 값을 지정하
십시오tag:Owner.OwnerTeamA

• 다른 계정의 볼륨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
스가 활성화된 경우 다른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Compute Optimizer 옵티마이저에서 지원하는 계정 (p. 7) 및 Compute Optimizer 및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p. 10) 단원을 참조하세요.

• 선택한 필터를 지웁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터 옆에 있는 필터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특정 볼륨의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원하는 볼륨 옆에 있는 검색 

분류를 선택하십시오.

준비가 되면 Amazon EBS 엘라스틱 볼륨을 사용하여 볼륨 구성을 수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loud Cloud Cloud 사용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엘라lastic Cloud 사용 설명
서의 Amazon EBS 탄력적 볼륨을 참조하십시오.

EBS 볼륨 세부 정보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특정 볼륨의 세부 정보 및 해당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3. 자세한 정보를 보려는 볼륨 옆에 나열된 검색 결과 분류를 선택합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선택한 볼륨에 대한 최적화 권장 사항이 최대 세 개까지 나열됩니다. 여기에는 현
재 볼륨의 사양, 권장 볼륨의 사양 및 성능 위험,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나열됩니다.

4.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볼륨과 권장 볼륨 간의 사용률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현재 볼륨에 대한 사용률 그래프가 페이지의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 그래프의 시간 범위를 변경하려면 시간 범위를 선택한 다음 최근 24시간, 최근 3일, 지난 주 또는 최근 

2주를 선택합니다.

더 짧은 시간 범위를 선택하면 데이터 요소가 더 세밀하게 표시되어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
합니다.

• 그래프의 통계 값을 변경하려면 통계를 선택한 다음 평균 또는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워크로드의 일반적인 볼륨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된 기간 동안 관찰된 가장 높은 값을 보려면 선택 사항을 Maximum Maximum (Maximum) 으로 변경합
니다. 이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워크로드의 최대 볼륨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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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되면 Amazon EBS 엘라스틱 볼륨을 사용하여 볼륨 구성을 수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Cloud Cloud Cloud 사용 Cloud 사용 설명서의 Amazon EBS 엘라lastic Cloud 사용 설명
서의 Amazon EBS 탄력적 볼륨을 참조하십시오.

Lambda 함수 권장 사항 보기
AWS Compute OptimizerAWS Lambda함수에 대한 메모리 크기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은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다음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각각의 현재 함수, 검색 결과 분류 (p. 77), 검색 이유, 현재 구성된 
메모리, 현재 사용량 및 현재 비용이 나열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주요 권장 사항은 각 함
수 옆에 나열되어 있으며 권장 구성 메모리, 권장 비용 및 현재 함수와 권장 사항 간의 가격 차이가 포함됩
니다. 권장 비용은 콘솔의 권장 비용 (높음) 및 권장 비용 (낮음) 열 아래에 표시되는 범위라는 점에 유의하
세요. 권장 사항 페이지를 사용하여 현재 함수를 상위 권장 사항과 비교하면 함수에 구성된 메모리를 확장
할지 축소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Lambda 함수 추천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Lambda 함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함수에 대한 상위 최
적화 권장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재 함수의 구성과 권장 옵션을 나열합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현재 함수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도 표시됩니다.

권장 사항은 매일 업데이트됩니다. 지난 14일 동안 현재 함수의 사양 및 사용률 지표를 분석하여 생성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석한 지표AWS Compute Optimizer (p. 25)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Lambda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므로 
권장 사항을 생성하는 데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충분한 지표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리소스 및 요구 사항 (p. 3) 섹션을 참조하세요.

목차
• 분류 찾기 (p. 77)
• 예상 월별 절감액 및 절감액 (p. 78)
• 현재 성능 위험 (p. 79)
• 사용률 그래프 (p. 79)
• Lambda 함수 권장 사항 보기 (p. 79)
• Lambda 함수 세부 정보 보기 (p. 80)

분류 찾기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의 검색 결과 열에는 분석 기간 동안 각 함수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결과 분류는 Lambda 함수에 적용됩니다.

Classification 설명

최적화되지 않음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구성된 메모리 또는 CPU 전력 (구
성된 메모리에 비례함) 이 부족하거나 과잉 프로비저닝된 것으로 확
인되면 Lambda 함수가 최적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워크로드에 더 나은 성능 또는 비용
을 제공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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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설명
함수가 최적화되지 않은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메모리
가 제대로 프로비저닝되지 않았거나 메모리가 과도하게 프로비저닝된
검색 이유를 표시합니다.

최적화됨 워크로드를 실행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또는 CPU 전력 (구성된 메모
리에 비례함) 이 올바르게 프로비저닝되었다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판단한 경우 Lambda 함수가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Unavailable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
지 못했습니다. 이는 함수가 Lambda 함수용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요구 사항을 (p. 6) 충족하지 않았거나 해당 함수가 권장 
사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분류에 대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다음과 같은 검
색 이유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 함수에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권장 사항을 생성하기에 충
분한 지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 함수의 구성 메모리가 1,792MB보다 커서 함수가 권장 사항에 적합
하지 않거나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신뢰도가 높은 권장 
사항을 생성할 수 없는 경우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Note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함수는 Compute Optimizer 콘
솔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예상 월별 절감액 및 절감액
월간 예상 절감액 (온디맨드) 열에는 워크로드를 현재 Lambda 함수 메모리 사양에서 권장 메모리 사양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얻을 수 있는 대략적인 월간 비용 절감이 나와 있습니다. 비용 절감 기회 (%) 열에는 현재 
Lambda 함수 메모리 사양의 온디맨드 가격과 권장 Lambda 함수 메모리 사양의 가격 간의 백분율 차이가 표
시됩니다.

Important

비용 절감 기회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비용 탐색기에 가입하고 Cost Explorer 기본 설정 페이지
에서 Amazon EC2 리소스 추천 받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Cost Explorer 탐색기와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연결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Cost Explorer는 기존 리소스의 
가격, 권장 리소스의 가격 및 과거 사용 데이터를 고려하여 절감액 추정치를 생성합니다. 예상 월간 
절감액은 생성된 각 권장 사항과 관련된 예상 비용 절감액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용 관리 
사용 설명서의 Cost Explorer 활성화 및 권장 사항 적정화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예상 월별 절감액 계산
각 추천에 대해 권장 메모리 사양을 사용하여 새 Lambda 함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월간 
예상 절감액은 현재 Lambda 함수의 실행 시간 수와 현재 메모리 사양과 권장 메모리 사양 간의 요금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ompute Optimizer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Lambda 함수의 월별 예상 절감액은 검색 결
과 분류가 최적화되지 않은 계정의 모든 Lambda 함수에 대한 예상 월간 절감액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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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능 위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의 현재 성능 위험 열에는 현재 각 Lambda 함수가 해당 워크로드의 리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능 위험 값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및 높음
의 범위입니다. 성능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Lambda 함수가 항상 충분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 위험이 높을수록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생성한 권장 사항을 고려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률 그래프
Lambda 함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현재 함수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에는 분석 기간
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각 5분 시간 간격 내의 최대 사용률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그래프를 변경하여 지난 24시간, 3일, 1주 또는 2주 동안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활용률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 이름 설명

지속 시간 (밀리초) 함수 코드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오류 (개수) 함수 오류가 발생하는 호출 수. 함수 오류에는 코드
에서 발생하는 예외와 Lambda 런타임에서 발생하
는 예외가 포함됩니다. 런타임은 시간 초과 및 구성 
오류와 같은 문제에 대한 오류를 반환합니다.

호출 수 (개수) 성공적인 실행과 함수 오류가 발생한 실행을 포함하
여 함수 코드가 실행된 횟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보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현재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을 확인하십
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Lambda 함수를 선택합니다.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권장 함수의 사양과 함께 함수의 사양 및 찾기 분류가 나열됩니다. 현재 나열된 기
능은 선택한 계정에서 현재 선택한AWS 지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3.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 또는 원인 찾기를 기준으로AWS 리전 권장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속성별 필터링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나타나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속성과 값을 
선택합니다.

• 추천을 태그별로 필터링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태그 키 또는 태그 값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Lambda 함수 권장 사항을 필터링할 기준으로 사용할 키 또는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키와 값이 인 태그가 있는 모든 권장 사항을 찾으려면 필터 이름과TeamA 필터 값을 지정하
십시오tag:Owner.OwnerTeamA

• 다른 계정의 기능에 대한 권장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계정 을 선택한 다음 다른 계정 I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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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함수 세부 정보 보기

Note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
스가 활성화된 경우 다른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Compute Optimizer 옵티마이저에서 지원하는 계정 (p. 7) 및 Compute Optimizer 및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p. 10) 단원을 참조하세요.

• 선택한 필터를 지웁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터 옆에 있는 필터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특정 함수의 Lambda 함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액세스하려는 함수 옆에 

나열된 검색 분류를 선택합니다.

준비가 되면 Lambda 함수의 구성된 메모리를 수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개발자 안내
서의 Lambda 함수 메모리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Lambda 함수 세부 정보 보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특정 함수와 해당 권장 사항에 대한 세
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Lambda 함수를 선택합니다.
3. 세부 정보를 보려는 함수 옆에 나열된 검색 결과 분류를 선택합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선택한 함수에 대한 상위 최적화 권장 사항이 나열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함수의 
사양, 권장 함수 구성 및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나열됩니다.

4.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옵션을 선택하면 현재 함수와 권장 함수 간의 사용률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현재 함수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 그래프의 시간 범위를 변경하려면 시간 범위를 선택한 다음 최근 24시간, 최근 3일, 지난 주 또는 최근 

2주를 선택합니다.

더 짧은 시간 범위를 선택하면 데이터 요소가 더 세밀하게 표시되어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
합니다.

준비가 되면 Lambda 함수의 구성된 메모리를 수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개발자 안내
서의 Lambda 함수 메모리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
기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
비스 서비스에

AWS Compute Optimizer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
은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다음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각 ECS 서비스에 대한 다음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
다.

• 분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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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찾기

• 이유 찾기
• 예상 월별 절감액
• 비용 절감 기회
• 현재 성능 위험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권장 사항은 각 Amazon ECS 서비스 옆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
보에는 Amazon ECS 서비스 내의 권장 CPU 및 메모리 크기, 선택한 구매 옵션의 시간당 요금, 현재 Amazon 
ECS 서비스와 Compute Optimizer의 권장 구성을 사용하는 서비스 간의 가격 차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
는 Fargate에서 Amazon ECS 서비스를 확장할지 축소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argate
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에 (p. 85).

Note

권장 사항은 매일 새로 고쳐지며 생성하는 데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사용하여 Fargate에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하려면 지난 14일 
동안 24시간의 메트릭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Fargate의 Amazon ECS 서
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p. 6)을 참조하세요.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는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현재 Amazon ECS 서비스 작업 크기 설정과 Compute Optimizer의 권장 작업 크기 설정입니다. 표를 사용
하여 CPU 크기, 메모리 크기, 가격 세부 정보 등의 현재 작업 설정을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과 비교
해 보십시오.

• 현재 컨테이너 크기 설정 및 Compute Optimizer의 권장 컨테이너 크기 설정. 표를 사용하여 CPU 크기, 메
모리 크기, 예약 메모리와 같은 현재 컨테이너 설정을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과 비교하십시오.

• 사용률 그래프를 사용하여 현재 Amazon ECS 서비스 CPU 및 메모리 사용률 지표를 Compute Optimizer
의 권장 사항 지표를 Compute Optimizer의 권장 사항 지표를 비교하십시오. 그래프는 이러한 권장 사항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Fargate에서 Amazon ECS 서비스의 세부 정보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세부 정보 확인 사항 보기 권장 사항 세부 정보 확인 사항 보기 (p. 86).

목차
• 분류 찾기 (p. 81)
• 이유 찾기 (p. 82)
• 예상 월별 절감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예상 (p. 83)
• 현재 성능 위험 (p. 83)
• 현재 설정과 권장 작업 크기 비교 (p. 83)
• 현재 설정과 권장 컨테이너 크기 비교  (p. 84)
• 사용률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p. 85)
•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

비스 서비스에 (p. 85)
•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세부 정보 확인 사항 보기 권장 사항 세부 정보 확인 사항 보기 (p. 86)

분류 찾기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의 결과 열에는 분석 기간 동안 각 서비스가 어떻게 수행되
었는지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다음 분류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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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찾기

Classification 설명

과소 프로비저닝된 상태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메모리 또는 CPU가 충분하지 않다
는 것을 감지하면 Amazon ECS 서비스가 제대로 프로비저닝되지 않
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가 제대
로 프로비저닝되지 않았거나 메모리가 부족하게 프로비저닝된 이유를 
표시합니다. Amazon ECS 서비스가 제대로 프로비저닝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오버프로비저닝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과도한 메모리 또는 CPU가 있는 
것을 감지하면 Amazon ECS 서비스가 오버프로비저닝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 오버 프로비저닝 또는
메모리 오버 프로비저닝의 검색 원인을 표시합니다. Amazon ECS 서
비스를 과도하게 프로비저닝하면 추가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최적화됨 Amazon ECS 서비스의 CPU와 메모리가 모두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서비스가 최적화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Fargate의 부족하게 프로비저닝된 Amazon ECS 서비스 및 오버프로비저닝된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에 (p. 80) 주제를 참조하십시오이유 찾기 (p. 82).

이유 찾기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페이지의 검색 이유 열에는 Fargate의 Amazon ECS 서비
스 사양이 부족하거나 초과 프로비저닝된 사양이 Fargate 있습니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적용되
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찾기 설명

CPU과다 프로비저닝됨 ECS 서비스 CPU 구성의 크기를 줄이면서 워크로드의 성능 요
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서비스
의CPUUtilization 메트릭을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CPU과소 프로비저닝됨 ECS 서비스 CPU 구성의 크기를 조정하여 워크로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서비스의CPUUtilization
메트릭을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메모리 과다 프로비저닝됨 워크로드의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ECS 서비스 메모리 구
성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서비스
의MemoryUtilization 메트릭을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과소 프로비저닝된 메모리 프로비
저닝됨

ECS 서비스 메모리 구성의 크기를 조정하여 워크로드 성능
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룩백 기간 동안 현재 서비스
의MemoryUtilization 메트릭을 분석하여 식별됩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S 사용 설명서의 Amazon ECSCloudWatch 지표를 참조하십
시오AWS Fargate.

82

https://docs.aws.amazon.com/AmazonECS/latest/userguide/cloudwatch-metrics.html


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예상 월별 절감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예상

예상 월별 절감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예상
월별 예상 절감액 (온디맨드) 열에는 Amazon ECS 서비스의 구성을 권장 구성으로 조정한 후 절감되는 대략
적인 월별 비용이 표시됩니다. 할인액은 공개 온디맨드 요금과 과거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용 절감 기회 (%) 열에는 Fargate에 있는 현재 ECS 서비스의 온디맨드 요금과 권장 구성의 서비스 가격 간
의 백분율 차이가 표시됩니다.

예상 월별 절감액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계산
각 권장 사항에 대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권장 서비스 사양을 사용하여 Fargate에서 새 Amazon 
ECS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합니다. 월간 예상 절감액은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예상 
월간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현재 Amazon ECS 서비스와 권장 구성을 사용하는 서비스 간
의 요금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됩니다.

Note

Fargate에서 Amazon ECS 서비스의 월간 예상 실행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지난 14일 동안의 사용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월별 사용량을 추정합니다.

Compute Optimizer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Amazon ECS 서비스의 월간 예상 절감액은 계정에서 초과 프로비
저닝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월별 예상 절감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현재 성능 위험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페이지의 현재 성능 위험 열에는 현재의 각 Amazon ECS 
서비스가 워크로드 리소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능 위험 값은 매
우 낮음, 낮음, 중간 및 높음입니다.

성능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은 현재 Amazon ECS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충분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성능 위험은 높은 CPU 또는 메모리 사용률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Amazon 
ECS 서비스가 항상 최대 용량으로 실행되면 서비스 지연 시간이 길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
니다. Compute Optimizer의 권장 사항은 워크로드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제공합니다.

현재 설정과 권장 작업 크기 비교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현재 Amazon ECS 서비스 작업 크기를 Compute Optimizer의 
리소스에 대한 권장 작업 크기와 비교하십시오.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절감 및 성능 위험 정보도 
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콘솔의 각 열 섹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열 설명

CPU사이즈 사이즈 사이즈 현재 Amazon ECS 서비스 작업의 CPU 크기 및 컴
퓨팅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CPU 크기 구성
입니다.

메모리 크기 현재 Amazon ECS 서비스 작업의 메모리 크기 및 
Compute Optimizer의 권장 메모리 크기 구성입니
다.

요금 내역 Fargate 및 Compute Optimizer의 권장 구성을 기반
으로 한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온디맨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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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설명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Fargate 요금 을 참조하
세요.

예상 월별 절감액 Amazon ECS 서비스의 구성을 Compute Optimizer
의 권장 구성으로 조정한 후 절감되는 대략적인 월
간 비용. 자세한 정보는 예상 월별 절감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예상 (p. 83)을 참조하
세요.

절감 기회 (%) 현재 Amazon ECS 서비스 가격과 Compute 
Optimizer의 권장 구성을 사용한 서비스 가격 간
의 백분율 차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예상 월별 
절감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및 절감 기회 예
상 (p. 83)을 참조하세요.

가격 차이 Fargate에 있는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공개 
요금과 Compute Optimizer의 권장 구성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공개 가격 간의 차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Fargate 요금 을 참조하세요.

성능 위험 이는 현재 Amazon ECS 서비스와 Compute 
Optimizer의 권장 사항이 워크로드 리소스 요구 사
항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정의합니다. 성능 위
험 값은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및 높음입니다. 자세
한 정보는 현재 성능 위험 (p. 83)을 참조하세요.

Auto Scaling 구성 구성 구성 구성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Auto Scaling 구성 및 
Compute Optimizer의 권장 작업 크기. 서비스에 
CPU와 메모리 모두에 단계 조정 정책 또는 대상 추
적 정책이 있는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
는 Auto Scaling 권장 사항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대상 추적 정책이 서비스의 CPU에만 있는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메모리 크기 권
장 사항만 생성합니다. 또는 대상 추적 정책이 서
비스 메모리에만 있는 경우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CPU 크기 권장 사항만 생성합니다.

단계 조정 정책 과 대상 조정 정책 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pplication Auto Auto Auto 
Auto Auto Scaling 사용 설명서 의 Application Auto 
Scaling Auto Scaling 단계 조정 정책 과 Application 
Auto Scaling Auto Application Auto Scaling 대상 추
적 조정 정책 을 참조하세요.

현재 설정과 권장 컨테이너 크기 비교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현재 Amazon ECS 서비스 컨테이너 크기를 권장 컨테이너 크기 
옵션과 비교합니다. 이 표에는 현재 및 Compute Optimizer의 권장 CPU 크기, 메모리 크기 및 메모리 예약 구
성이 나와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권장 작업 크기와 호환되는 컨테이너 수준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Note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컨테이너 크기 설정을 Amazon ECS 서비스 작업에 맞게 조정
해야 하는 경우에만 컨테이너 크기 설정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ompute Optim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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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률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Optimizer에서 작업 크기를 줄이도록 권장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 다음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작업 크기 및 컨테이너 크기 설정이 서로 호환되도록 컨테이너 수준 설정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용률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Fargate 및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에 대한 Amazon ECS 
서비스의 사용률 지표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에는 분석 기간의 현재 및 권장 CPU 및 메모리 데이터
가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각 1분 간격 내의 최대 사용률을 사용하여 Fargate에서 권장 
ECS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파란색 실선은 현재 서비스의 사용률을 나타냅니다. 분석 기간 동안 권장사항을 사용한 경우 녹색 선은 예상 
상한값이고 회색 선은 예상 하한값입니다.

Note

Amazon ECS 서비스의 사용률은 Fargate가 사용하는 인프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가능한 모든 작동 조건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용 범위를 제공합니다.

그래프를 변경하여 지난 24시간, 3일, 1주 또는 2주 동안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통계를 
평균과 최대값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활용률 그래프가 표시됩니다.

그래프 이름 이름 설명

CPU 사용률 (백분율) 서비스에서 사용된 CPU 용량의 백분율입니다.

그래프는 권장 구성이 적용될 때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CPU 사용률 데이터를 서비스와 비교합니
다. 비교를 통해 분석 기간 동안 CPU를 권장 설정으
로 구성한 경우의 CPU 사용률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교는 권장 Amazon ECS 서비스 설정이 워크로드
의 성능 임계값 내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메모리 사용률 (백분율) 서비스에서 사용된 메모리의 백분율입니다.

그래프는 권장 구성이 적용될 때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메모리 사용률 데이터를 서비스와 비교합
니다. 비교 결과는 분석 기간 동안 권장 설정으로 메
모리를 구성한 경우의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줍니다. 
이 비교는 권장 Amazon ECS 서비스 설정이 워크로
드의 성능 임계값 내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서비스 서비스 서
비스에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현재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Fargate의 ECS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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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세부 정보 확

인 사항 보기 권장 사항 세부 정보 확인 사항 보기

Note

현재 나열된 서비스는 선택한AWS 리전 계정에서 현재 선택한 서비스입니다.
3.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 또는 원인 찾기를 기준으로AWS 리전 권장 사항을 필터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속성별 필터링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나타나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속성과 값을 
선택합니다.

• 추천을 태그별로 필터링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태그 키 또는 태그 값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ECS 서비스 권장 사항을 필터링할 기준으로 사용할 키 또는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키와 값이 인 태그가 있는 모든 권장 사항을 찾으려면 필터 이름과TeamA 필터 값을 지정하
십시오tag:Owner.OwnerTeamA

• 다른 계정의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 보기. 이렇게 하려면 계정을 선택한 다음 다른 계정 ID를 선택합
니다.

Note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고 Compute Optimizer Optimizer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
스가 활성화된 경우 다른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Compute Optimizer 옵티마이저에서 지원하는 계정 (p. 7) 및 Compute Optimizer 및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p. 10) 단원을 참조하세요.

• 선택한 필터를 지웁니다. 이렇게 하려면 필터 옆에 있는 필터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세부 정보 확인 사항 보
기 권장 사항 세부 정보 확인 사항 보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액세스하고 특정 서비스의 세부 정보 및 해
당 권장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Fargate의 ECS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자세한 정보를 보려는 서비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4.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률 그래프에서 그래프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분석 기간 동안의 특정 날짜의 정확한 값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래프의 시간 범위를 변경하려면 시간 범위를 선택한 다음 최근 24시간, 최근 3일, 지난 주 또는 최근 
2주를 선택합니다.

더 짧은 시간 범위를 선택하면 데이터 요소가 더 세밀하게 표시되어 더 높은 수준의 세부 정보를 제공
합니다.

• 그래프의 통계 값을 변경하려면 [통계] 를 선택한 다음 [평균] 또는 [최대값] 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워크로드의 일반적인 Amazon ECS 서비스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관찰된 가장 높은 값을 보려면 선택 항목을 Maximum, 즉 Maximum, 즉 
Maximum, 즉 최대로 변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간 경과에 따른 워크로드의 최대 서비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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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권장 사항 내보내기
추천을 내보내 시간 경과에 따라 기록을 남기고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은 현재 
수행 중인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로 내보냅니다.

목차
• 제한 사항 (p. 87)
• Amazon S3 버킷 권한 요구 사항 (p. 87)
• 권장 사항 내보내기 (p. 87)
• 내보내기 작업 보기 (p. 89)
• 내보낸 파일 (p. 89)
• 내보내기 작업 실패 (p. 129)

제한 사항
권장 사항을 내보낼 때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각 리소스 유형 및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해 하나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작업만 진행 중일 수AWS 리전 있습
니다. 새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이전 내보내기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행 중
인 작업을 포함하여 내보내기 작업을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내보내기 작업 보
기 (p. 89).

• 각 리소스 유형 및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권장 사항은 별도의 CSV 파일로 내보내집니다. 여러 리소스 유
형 및 지역의 추천을 단일 파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 대규모 내보내기 작업은 완료까지 최대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내보내기 작업에 포
함할 권장 사항 열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정이 조직의 관리 계정인 경우 내보내기 작업에 포함
할 구성원 계정 수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Amazon S3 버킷 권한 요구 사항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권장 사항을 내보낼 대상 S3 버킷을 만들어야 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S3 버킷을 자동으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내보내려는 권장 사항으로 지정한 S3 버킷은 공개적
으로 액세스할 수 없으며 요청자 지불 버킷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S3 버킷을 만든 후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내보내기 파일을 버킷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권한 정책이 버킷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장 사항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할 때 객체 접두사를 지정하려는 경우 S3 버킷에 추가하는 정책에 객체 접두
사를 포함시키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에 대한 Amazon S3 버킷AWS Compute Optimizer (p. 20)을 참조하세
요.

권장 사항 내보내기
권장 사항을 내보내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권장 사항 내보내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Fargate에서 EC2 인스턴스, Auto Scaling 그룹, EBS 

볼륨, Lambda 함수 또는 ECS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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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작업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하고 권장 사항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4.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의 내보내기 대상 설정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a. [지역] 에서AWS 리전 내보낼 값을 지정합니다.
b. 대상 S3 버킷 이름에는 특정 지역의 기존 S3 버킷 이름을 지정합니다.
c. (선택 사항) 다른 지역의 추천을 내보내려면 [Add Region] 을 선택합니다AWS 리전.
d. (선택 사항) 내보내기 작업에서 대상을 제거하려면 특정 지역 및 S3 버킷 이름 옆의 제거를 선택합

니다.
e. (선택 사항) Object prefix의 경우 모든 내보내기 파일의 대상 S3 버킷에서 사용할 접두사를 지정합

니다. 접두사는 S3 버킷에서 내보내기 파일을 구성하는 S3 객체 키에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
니다. 날짜 접두사 (예:2020/april), 리소스 유형 접두사 (예:ec2-instances) 또는 이 둘의 조합 
(예:2020/april/ec2-instances)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내보내기 필터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

a. 리소스 유형에서 권장 사항 내보내기에 포함할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b. 계정의 경우 기관의 모든 구성원 계정에 대한 추천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현재 

계정이 조직의 관리 계정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CPU 아키텍처 기본 설정의 경우 Graviton (aws-arm64) 을 선택하여 64비트 ARM 아키텍처 

(AWSGraviton) 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Current를 선택
하여 현재 인스턴스의 CPU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사항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6. 포함할 열에서 추천 내보내기에 포함할 추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포함할 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
원을 단원을 단원을 참조하세요내보낸 파일 (p. 89).

7. 내보내기 작업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Export] 를 선택합니다. 또는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
하지 않고 [권장 사항]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취소] 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 작업 구성을 취소하면 해당 
구성이 삭제됩니다.

Note

한AWS 리전 번에 여러 개의 권장 사항을 내보내는 경우 개별 내보내기 작업으로 처리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모든 작업을 한 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엑스포트 작업이 시
작되지 않을 경우 엑스포트 권장 사항 페이지에 오류가 표시됩니다. 성공적으로 시작된 내보내
기 작업은 계속 처리됩니다. 그러나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실패한 작업의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권장 사항 내보내기 작업을 완료하는 데 최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페이지에서 익스포트 작
업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내보내기 작업 보기 (p. 89)을 참조하세요. 내보내기 작업이 완
료되면 권장 사항 내보내기 파일 및 관련 메타데이터 파일이 지정된 S3 버킷에 저장됩니다. 다음은 내보내기 
파일 및 관련 메타데이터 파일의 전체 Amazon S3 객체 키의 예입니다. 객체 키의 계정 ID는 내보내기 작업 
요청자의 계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내보낸 파일 (p. 89)을 참조하세요.

s3://<BucketName>/<OptionalPrefix>/compute-
optimizer/<AccountId>/<AWSRegion>-<CreatedTimestamp>-<UniqueJobID>.csv

s3://<BucketName>/<OptionalPrefix>/compute-
optimizer/<AccountId>/<AWSRegion>-<CreatedTimestamp>-<UniqueJobID>-metadata.json

예:

s3://compute-optimizer-exports/ec2-instance-recommendations/compute-
optimizer/111122223333/us-west-2-2020-03-03T133027-3e496c549301c8a4dfcsdX.csv

s3://compute-optimizer-exports/ec2-instance-recommendations/compute-
optimizer/111122223333/us-west-2-2020-03-03T133027-3e496c549301c8a4dfcsdX-metadata.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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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작업 보기
다음 단계에 따라 지난 7일 동안 생성된 내보내기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작업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ute-optimizer/에서 Compute Optimizer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내보내를 선택합니다.

내보내기 페이지에는 지난 7일 동안 생성된 권장 내보내기 작업이 표시됩니다.

내보내기 작업의 상태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Queued - 내보내기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각 리소스 유형 및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해 하나
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작업만 진행 중일 수AWS 리전 있습니다.

• 진행 중 - 내보내기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내보내기 작업을 완료완료완료완료완
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료완
료완료완료완료완료 이는 내보내기 작업에 포함된 권장 사항 및 필드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완료 - 내보내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상 Amazon S3 버킷의 내보내기 CSV 파일 링크가 내보내
기 대상 열 아래에 각 전체 내보내기 작업에 대해 표시됩니다.

• 실패 - 내보내기 작업을 시작하거나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내보내기 작업의 실패 이유 열 아래에 표시
되는 메시지는 내보내기 작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Amazon 
S3 버킷에 필요한 권한이 없어서 내보내기가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권장 사항을 다
시 내보내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내보내기 작업 실패 (p. 129)을 참조하세요.

3.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S3 버킷에 액세스하여 대상 S3 버킷에 액세스합니다. 내보내기 대상은 성공적인 내보내기 작업
에만 표시됩니다. 진행 중이거나 실패한 내보내기 작업에는 대시 (-) 가 표시됩니다.

•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실패한 내보내기 작업의 실패 이유를 확인합니다. 실패 이유를 사용하여 내보
내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보낸 파일
권장 사항은 CSV 파일로 내보내지고 JSON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할 때 지정한 
Amazon S3 버킷으로 내보내집니다.

권장 사항 파일
권장 사항 파일에는 내보내기 작업을 만들 때 포함하도록 선택한 권장 사항 열의 권장 사항 데이터가 포함됩
니다. 다음 표에는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내보내기 파일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권장 사항 열이 나와 있습니
다.

다음 표에서 API 필드 이름 열은 API를 사용하여 권장 사항 내보내기를 요청할 때 지정할 수 있는 필드를 나
타냅니다. 설명 열에는 각 필드의 데이터,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된 열 이름 및 내보내기 CSV 파일
에 나열된 열 이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리소스에 대해 여러 추천이 생성되면 CSV 파일의 추천 데이터 
열에 번호가 매겨집니다. 순위로 <rank>대체되는 랭킹 추천 컬럼은 서로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권장 사항 옵
션_ 1 _메모리, 권장 사항 옵션_ 1 _네트워크 및 권장 사항 옵션_ 1 _vcpus는 서로 일치하며 동일한 권장 사
항에 대한 것입니다.

Note

기본적으로 모든 내보내기 파일에는 다음 열이 포함됩니다.

• 권장 사항_개수 - 내보내기 파일에 포함된 권장 사항 수입니다.
• ErrorCode - 리소스에 대한 추천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의 errorCode 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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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Message - ErrorCode 열의 오류에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EC2 인스턴스 권장 필드

API 필드 이름 설명

AccountId 현재 인스턴스가 생성된 계정 ID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권장 사항 및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계정 ID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accountId파일에서와 같이 계정 ID라
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CurrentInstanceType 현재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및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현
재 인스턴스 유형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
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InstanceType파일
에서와 같이 현재 인스턴스 유형이라는 레이블이 지
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Memory 현재 인스턴스의 메모리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메모리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memory파
일에서와 같이 현재 메모리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Network 현재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성능 또는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네트워크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network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네트워크라
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OnDemandPrice 현재 인스턴스의 온디맨드 가격입니다. 표시된 가격
은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온디맨드 요금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onDemandPric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온디
맨드 가격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CurrentStandardOneYearNoUpfrontReservedPrice 예약 인스턴스, 현재 인스턴스의 표준 1년 선결제 요
금 없음 표시된 가격은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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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필드 이름 설명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1년 RI 가격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standardOneYearNoUpfrontReservedPrice파
일에서와 같이 현재 1년 RI 가격이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CurrentStandardThreeYearNoUpfrontReservedPrice 예약 인스턴스, 현재 인스턴스의 표준 3년 선결제 요
금 없음 표시된 가격은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현재 3년 RI 가격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standardThreeYearNoUpfrontReservedPrice파
일에서와 같이 현재 3년 RI 가격이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CurrentStorage 현재 인스턴스의 로컬 스토리지 볼륨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스토리지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storag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스토리지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VCpus 현재 인스턴스의 vCPUs 개수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vCPUs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vcpus파일
에서와 같이 현재 vCPU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
다.

Finding 현재 인스턴스에 대한 검색 결과 분류입니다. 인스
턴스는 언더 프로비저닝, 오버 프로비저닝 또는 최
적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 (p. 57).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검색 결과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CSV 파일 finding내보내기에
서와 같이 검색 결과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91



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권장 사항 파일

API 필드 이름 설명

FindingReasonCodes 검색 이유는 현재 인스턴스의 어떤 사원을 참조하
세요. 사양에는 CPU, 메모리, 로컬 디스크 처리량, 
로컬 디스크 IOPS, EBS 볼륨 처리량, EBS 볼륨 
IOPS, 네트워크 대역폭 또는 네트워크가 포함됩니
다 packets-per-second.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원인 찾기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code>내보내기 CSV
findingReasonCodes_파일에서와 같이 원인 코드 
찾기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code>레이블
부분에서는 과다 프로비저닝되거나 과소 프로비저
닝된 인스턴스 사양 (CPU, 메모리, 네트워크 등) 을 
식별합니다.

InstanceArn 현재 인스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
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instanceArn파일에서와 같이 인스턴스 ARN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InstanceState 추천이 생성되었을 때의 인스턴스 상태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및 세부 정보 페이지에 권장 인스턴
스 상태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권장 인스턴스 상태라는 레이블이 지정되고 내보내
기 CSV instanceArn파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InstanceName 현재 인스턴스의 이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인스턴스 이름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instanceName파일에서와 같이 인스턴스 이름으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LastRefreshTimestamp 인스턴스 권장 사항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
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astRefreshTimestamp_UTC파일에서와 같이 마지
막 새로 고침 타임스탬프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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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backPeriodInDays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현재 인스턴스의 
지표 데이터를 분석하여 권장 사항을 생성한 이전 
날짜 수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ookBackPeriodInDays파일에서와 같이 기여기간 
기간 (일) 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RecommendationOptionsInstanceType 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인스턴스 유형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instanceType내보내
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인스턴스 유형이라는 레이
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Memory 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메모리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메모리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memory내보내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메모리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
니다.

RecommendationOptionsNetwork 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네트워크 성능 또는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네트워크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network내보내기에서
와 같이 권장 옵션 네트워크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
다.

RecommendationOptionsOnDemandPrice 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온디맨드 가격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온디맨드 요금 열
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onDemandPrice 내보
내기에서와 같이 추천 옵션 온디맨드 가격이라는
<rank>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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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PerformanceRisk 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성능 위험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성능 위험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erformanceRisk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사항 옵션 성능 위험이라는 레
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PlatformDifferences 플랫폼 차이 열에는 현재 인스턴스와 각 권장 인스
턴스 유형 옵션 간의 구성 차이가 표시됩니다. 권장 
인스턴스 유형은 다른 CPU 아키텍처, 하이퍼바이
저, 인스턴스 스토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스토리
지 인터페이스 및 가상화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플랫폼 차
이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
이지에서 <rank><difference>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platformDifferences_내
보내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플랫폼 차이라는 레이
블이 붙어 있습니다. <difference>레이블 부분은 현
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스턴스 유형 간에 다른 구성
을 식별합니다.

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CpuMaximum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예상 최대 CPU 사용률 지표
입니다. 이 값은 룩백 기간 동안 권장 인스턴스 유형
을 사용한 경우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최대 CPU 사
용률을 정의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CPU 사용률 (백
분율) 지표 그래프에 오버레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
기 권장 사항 페이지 및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_CPU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예상 사용률 지표 CPU 최
대값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MemoryMaximum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예상 최대 메모리 사용률 지
표입니다. 이 값은 룩백 기간 동안 권장 인스턴스 유
형을 사용한 경우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최대 메모
리 사용량을 정의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
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메모리 사용률 
(백분율) 지표 그래프에 오버레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
기 권장 사항 페이지 및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_MEMORY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예상 사용률 지표 메모리 
최대값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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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StandardOneYearNoUpfrontReservedPrice예약 인스턴스, 인스턴스 권장 사항에 대한 표준 1년 
선결제 요금 없음.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1년 RI 가격 열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standardOneYearNoUpfrontReservedPrice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1년 RI 가격이라는 레이블
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tandardThreeYearNoUpfrontReservedPrice예약 인스턴스, 인스턴스 권장 사항에 대한 표준 3년 
선결제 요금 없음.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권장 3
년 RI 가격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
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standardThreeYearNoUpfrontReservedPrice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3년 RI 가격이라는 레이블
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torage 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로컬 스토리지 볼륨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스토리지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storage내보내기에서
와 같이 권장 옵션 스토리지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Vcpus 인스턴스 권장 사항의 vCPU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
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vCPUs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vcpus내보내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vCPU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sSourcesRecommendationSourceArn현재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sSources__recommendationSourceArn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사항 소스 ARN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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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SourcesRecommendationSourceType현재 리소스의 리소스 유형 (예: instance)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sSources__recommendationSourceType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사항 소스 유형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UtilizationMetricsCpu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최대 CPU 사용률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CPU 사용률 (백분율)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CPU_MAXIMUM파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CPU 최대값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DiskReadByte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디스크 읽기 바이트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디스크 읽기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DISK_READ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디스크 읽기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DiskReadOp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디스크 읽기 작업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디스크 읽기 (작업수/초) 그래프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CSV 파일
utilizationMetrics_DISK_READ_OPS_PER_SECOND_MAXIMUM내
보내기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디스크 
읽기 작업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DiskWriteByte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디스크 쓰기 바이트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디스크 쓰기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DISK_WRITE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디스크 쓰기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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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MetricsDiskWriteOp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디스크 쓰기 작업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디스크 쓰기 (작업수/초) 그래프로 표시
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 및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DISK_WRITE_OP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이 필드에는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디스크 쓰기 작업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EbsReadByte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인스턴스에 연결
된 볼륨의 초당 최대 읽기 바이트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EBS 읽기 대역폭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EBS_READ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읽기 대역폭 (초당 
최대 바이트 수)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EbsReadOp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인스턴스에 연결
된 볼륨의 초당 최대 읽기 작업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EBS 읽기 작업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EBS_READ_OP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최대 초당 읽기 처
리량 작업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EbsWriteByte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인스턴스에 연결
된 볼륨에 대해 기록된 초당 최대 바이트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EBS 쓰기 대역폭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EBS_WRITE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최대 초당 쓰기 대
역폭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EbsWriteOp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인스턴스에 연결
된 볼륨의 초당 최대 쓰기 작업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EBS 쓰기 작업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EBS_WRITE_OP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최대 초당 쓰기 처
리량 작업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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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MetricsMemory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최대 메모리 사용률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메모리 사용률 (백분율)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MEMORY_MAXIMUM파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메모리 최대값이라는 레이블이 지
정되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NetworkInBytes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최대 네트워크 (초당 바이트 수) 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서 네트워크 단위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NETWORK_IN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메트릭 네트워크 (초당 최대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UtilizationMetricsNetworkOutBytes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네트워크 출력 바이트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서 네트워크 출력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NETWORK_OUT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메트릭 네트워크 출력 최대 
바이트 수 (초당 최대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NetworkPacketsIn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네트워크 패킷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네트워크 패킷 단위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NETWORK_PACKETS_IN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최대 초당 사용률 지표 네트워크 패
킷 수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UtilizationMetricsNetworkPacketsOut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네트워크 패킷 출력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네트워크 패킷 출력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NETWORK_PACKETS_OUT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네트워크 패
킷 출력량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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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EnhancedInfrastructureMetrics나열된 권장 사항에 대한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의 상태입니다. 활성 상태는 목록에 
있는 추천이 더 긴 3개월 룩백 기간을 고려하고 있음
을 의미합니다. 비활성 상태는 권장 사항이 아직 더 
긴 룩백 기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p. 32)을 참조하
세요.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효과적인 향상된 인프라 
지표 열로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는 효과적인 권장 사항 
기본 설정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으로 표시되어 있으
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EnhancedInfrastructureMetrics있
습니다.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ExternalMetricsSource나열된 권장 사항에 대한 외부 메트릭 권장 사항 기
본 설정의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지표 통
합을 참조하십시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효과적인 권장 사항 
기본 설정 외부 메트릭 소스로 표시되며 내
보내기 CSV 파일 형식에서는 로 레이블이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ExternalMetricsSource지
정됩니다.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CpuVendorArchitectures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을 위한 CPU 벤더 및 아키
텍처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
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효과적인 권장 사
항 기본 설정 CPU 공급업체 아키텍처로 표시
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서는 로 레이블이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CpuVendorArchitectures지
정됩니다.

CurrentPerformanceRisk 현재 인스턴스의 성능 위험 등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C2 인스턴
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현재 성능 위험 열로 표시
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현재 성능 위험으로 표시되어 있
고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CurrentPerformanceRisk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인스턴스에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을 적용하
면 월간 비용의 백분율로 나타낸 예상 월간 절감액
입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
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절감 기회 백분율로 표시되
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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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예상 월간 저축액의 통화입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
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예상 월간 절감 통화로 표시
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있
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월간 예상 절감액의 가치.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
보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예상 월별 절감액으로 표시되며 내보내
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있
습니다.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InferredWorkloadTypes나열된 권장 사항에 대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권
장 사항 기본 설정의 상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추
론된 워크로드 유형 (p. 40)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
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효과적인 권장 사
항 기본 설정 추론 워크로드 유형으로 표시
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서는 로 레이블이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InferredWorkloadTypes지
정됩니다.

InferredWorkloadTypes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탐지한 대로 인
스턴스에서 실행 중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p. 60)을 참조
하세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으로
표시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서는 로 레이블이
InferredWorkloadTypes지정됩니다.

RecommendationOptionsMigrationEffort 현재 인스턴스 유형에서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마
이그레이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작업 수준입니
다. 자세한 정보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p. 60)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
보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권장 사항 옵
션 마이그레이션 작업으로 표시되며 내보
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MigrationEffort있습니다.

Auto Scaling 권장 필드

API 필드 이름 설명

AccountId 현재 Auto Scaling 그룹이 생성된 계정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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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및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계정 ID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accountId파일에서와 같이 계정 ID라는 레이블
이 지정됩니다.

AutoScalingGroupArn 현재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autoScalingGroupArn파일에서와 같이 Auto Scaling 
그룹 ARN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AutoScalingGroupName Auto Scaling 그룹의 이름.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Auto Scaling 그룹 이름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autoScalingGroupName파일에서와 같이 Auto 
Scaling 그룹 이름으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CurrentConfigurationDesiredCapacity 현재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원하는 용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원하는 인스턴스 수 열
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
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_desiredCapacity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원하는 용량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
다.

CurrentConfigurationInstanceType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인스턴스 유형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_instanceTyp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인스턴스 유형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
니다.

CurrentConfigurationMaxSize 현재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최대 크기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최대 크기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_maxSize파일에서와 같이 현
재 최대 크기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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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ConfigurationMinSize 현재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최소 크기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최소 크기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_minSiz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최소 크기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Memory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 메모리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메모리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memory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메모리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Network 현재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턴스의 네트워
크 성능 또는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네트워크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network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네트워크라
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OnDemandPrice 현재 Auto Scaling 스케일링에 있는 인스턴스의 온
디맨드 요금. 표시된 가격은 인스턴스에 대해 지불
하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온디맨드 가격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onDemandPric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온디
맨드 가격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CurrentStandardOneYearNoUpfrontReservedPrice 예약 인스턴스, 현재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
턴스의 표준 1년 선결제 요금 없음 표시된 가격은 인
스턴스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1년 RI 가격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standardOneYearNoUpfrontReservedPrice파
일에서와 같이 현재 1년 RI 가격이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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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StandardThreeYearNoUpfrontReservedPrice 예약 인스턴스, 현재 Auto Scaling 그룹에 속한 인스
턴스의 표준 3년 선결제 요금 없음 표시된 가격은 인
스턴스에 대해 지불하는 실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3년 RI 가격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standardThreeYearNoUpfrontReservedPrice파
일에서와 같이 현재 3년 RI 가격이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CurrentStorage 현재 Auto Scaling 스케일링에 있는 인스턴스의 로
컬 스토리지 볼륨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스토리지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storag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스토리지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VCpus 현재 Auto Scaling 스케일링에 있는 인스턴스의 
vCPUs 수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vCPUs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_vcpus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vCPU라는 레
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Finding 현재 Auto Scaling 그룹에 대한 검색 결과 분류입니
다. Auto Scaling 그룹은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최적
화되지 않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to Scaling 참조하세요 (p. 68).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검색 결과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
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
항 페이지에서 CSV 파일 finding내보내기에서와 같
이 검색 결과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LastRefreshTimestamp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권장 사항을 참조하세요.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astRefreshTimestamp파일에서와 같이 마지막 새로 
고침 타임스탬프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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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backPeriodInDays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지표 데이터를 분석하여 권장 사항을 생성한 
이전 날짜 수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ookBackPeriodInDays파일에서와 같이 기여기간 
기간 (일) 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DesiredCapacity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원하는 용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원하는 
인스턴스 수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
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
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_desiredCapacity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원하는 용량이라는 레이블
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InstanceType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의 인스턴스 유형입니
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인스턴스 유형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_instanceType내
보내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인스턴스 유형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MaxSize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최대 크기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최대 인스턴스 수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_maxSize내
보내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최대 크기라는 레이블
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MinSize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최소 크기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최소 인스턴스 수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_minSize내
보내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최소 크기라는 레이블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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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Memory Auto Scaling group 권장 사항의 메모리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메모리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memory내보내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메모리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
니다.

RecommendationOptionsNetwork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의 네트워크 성능 또는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네트워크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network내보내기에서
와 같이 권장 옵션 네트워크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
다.

RecommendationOptionsOnDemandPrice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온디맨드 가격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온디맨드 가격 열
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onDemandPrice 내보
내기에서와 같이 추천 옵션 온디맨드 가격이라는
<rank>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PerformanceRisk Auto Scaling group 권장 사항의 성능 위험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성능 위험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erformanceRisk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사항 옵션 성능 위험이라는 레
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CpuMaximum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예상 최대 CPU 사용률. 이 
값은 룩백 기간 동안 권장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한 
경우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최대 CPU 사용률을 정
의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CPU 사용률 (백
분율) 메트릭 그래프에 오버레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
기 권장 사항 페이지 및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_CPU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예상 사용률 지표 CPU 최
대값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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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MemoryMaximum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예상 최대 메모리 사용률. 
이 값은 룩백 기간 동안 권장 인스턴스 유형을 사용
한 경우 권장 인스턴스 유형의 최대 메모리 사용량
을 정의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메모리 사용률 (백
분율) 메트릭 그래프에 오버레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
기 권장 사항 페이지 및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_MEMORY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예상 사용률 지표 메모리 
최대값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tandardOneYearNoUpfrontReservedPrice예약 인스턴스,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의 경우 
표준 1년 선결제 요금 없음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1
년 RI 가격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
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standardOneYearNoUpfrontReservedPrice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1년 RI 가격이라는 레이블
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tandardThreeYearNoUpfrontReservedPrice예약 인스턴스,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으로는 
표준 3년 선결제 요금이 없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권장 3
년 RI 가격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
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standardThreeYearNoUpfrontReservedPrice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3년 RI 가격이라는 레이블
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torage Auto Scaling group 권장 사항의 로컬 스토리지 볼륨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스토리지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storage내보내기에서
와 같이 권장 옵션 스토리지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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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Vcpus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vCPUs 권장 사항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에 vCPUs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rank>CSV 파일
recommendationOptions__vcpus내보내기에서와 
같이 권장 옵션 vCPU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Cpu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Auto 
Scaling 그룹 내 인스턴스의 최대 CPU 사용률 지표
입니다.

이 필드는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
지에 CPU 사용률 (백분율)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CPU_MAXIMUM파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CPU 최대값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DiskReadByte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디스크 읽기 바이트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디스크 읽기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DISK_READ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디스크 읽기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DiskReadOp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디스크 읽기 작업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디스크 읽기 (작업수/초) 그래프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CSV 파일
utilizationMetrics_DISK_READ_OPS_PER_SECOND_MAXIMUM내
보내기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디스크 
읽기 작업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DiskWriteByte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디스크 쓰기 바이트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디스크 쓰기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DISK_WRITE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디스크 쓰기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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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MetricsDiskWriteOp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디스크 쓰기 작업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디스크 쓰기 (작업수/초) 그래프로 표시
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 및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DISK_WRITE_OP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이 필드에는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디스크 쓰기 작업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EbsReadByte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 연결된 볼륨의 초당 최
대 읽은 바이트입니다.

이 필드는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에 EBS 읽기 대역폭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EBS_READ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읽기 대역폭 (초당 
최대 바이트 수)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EbsReadOp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 연결된 볼륨의 초당 최
대 읽기 작업 수입니다.

이 필드는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에 EBS 읽기 작업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EBS_READ_OP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최대 초당 읽기 처
리량 작업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EbsWriteByte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 연결된 볼륨에 대해 기
록된 초당 최대 바이트 수입니다.

이 필드는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에 EBS 쓰기 대역폭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EBS_WRITE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최대 초당 쓰기 대
역폭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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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MetricsEbsWriteOpsPerSecond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 연결된 볼륨의 초당 최
대 쓰기 작업 수입니다.

이 필드는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에 EBS 쓰기 작업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EBS_WRITE_OP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최대 초당 쓰기 처
리량 작업 수)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Memory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Auto 
Scaling 그룹 내 인스턴스의 최대 메모리 사용률 지
표입니다.

이 필드는 Auto Scaling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
에 메모리 사용률 (백분율)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MEMORY_MAXIMUM파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메모리 최대값이라는 레이블이 지
정되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NetworkInBytes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최대 네트워크 (초당 바이트 수) 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서 네트워크 단위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NETWORK_IN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메트릭 네트워크 (초당 최대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UtilizationMetricsNetworkOutBytes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네트워크 출력 바이트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서 네트워크 출력 (M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NETWORK_OUT_BYTES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메트릭 네트워크 출력 최대 
바이트 수 (초당 최대 바이트 수) 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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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MetricsNetworkPacketsIn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네트워크 패킷 수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네트워크 패킷 단위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NETWORK_PACKETS_IN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최대 초당 사용률 지표 네트워크 패
킷 수로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UtilizationMetricsNetworkPacketsOut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인스턴스의 
초당 최대 네트워크 패킷 출력입니다.

이 필드는 EC2 인스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네트워크 패킷 출력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NETWORK_PACKETS_OUT_PER_SECOND_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최대 초당 네트워크 패
킷 출력량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EnhancedInfrastructureMetrics나열된 권장 사항에 대한 향상된 인프라 지표 권장 
사항 기본 설정의 상태입니다. 활성 상태는 목록에 
있는 추천이 더 긴 3개월 룩백 기간을 고려하고 있음
을 의미합니다. 비활성 상태는 추천이 더 긴 룩백 기
간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향상된 인프라 지표 (p. 32)을 참조하세요.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효과적
인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 열로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
기 페이지에는 효과적인 권장 사항 기본 설정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내
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EnhancedInfrastructureMetrics있
습니다.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CpuVendorArchitecturesAuto Scaling 스케일링의 권장 사항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
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효과적인 권장 사
항 기본 설정 CPU 공급업체 아키텍처로 표시
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서는 로 레이블이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CpuVendorArchitectures지
정됩니다.

CurrentPerformanceRisk 현재 Auto Scaling 그룹의 성능 위험 등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uto Scaling 
그룹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현재 성능 위험 열로 표
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
장 사항 페이지에는 현재 성능 위험으로 표시되어 
있고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CurrentPerformanceRisk있습니다.

110



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권장 사항 파일

API 필드 이름 설명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Auto Scaling 그룹에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
을 적용하면 월간 비용의 백분율로 나타낸 예상 월
간 절감액입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
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절감 기회 백분율로 표시되
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있
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예상 월간 저축액의 통화입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
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예상 월간 절감 통화로 표시
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있
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월간 예상 절감액의 가치.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
보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예상 월별 절감액으로 표시되며 내보내
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있
습니다.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InferredWorkloadTypes나열된 권장 사항에 대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권
장 사항 기본 설정의 상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추
론된 워크로드 유형 (p. 40)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
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효과적인 권장 사
항 기본 설정 추론 워크로드 유형으로 표시
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서는 로 레이블이
EffectiveRecommendationPreferencesInferredWorkloadTypes지
정됩니다.

InferredWorkloadTypes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감지되는 Auto 
Scaling 스케일링의 인스턴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
플리케이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p. 60)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으로
표시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서는 로 레이블이
InferredWorkloadTypes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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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MigrationEffort 현재 인스턴스 유형에서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마
이그레이션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작업 수준입니
다. 자세한 정보는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p. 60)을 
참조하세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
보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권장 사항 옵
션 마이그레이션 작업으로 표시되며 내보
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MigrationEffort있습니다.

EBS 볼륨 권장 필드

API 필드 이름 설명

AccountId 현재 EBS 볼륨이 생성된AWS 계정 ID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및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계정 ID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accountId파일에서와 같이 계정 ID라는 레이블
이 지정됩니다.

CurrentConfigurationVolumeBaselineIOPS 현재 EBS 볼륨의 초당 입력/출력 작업.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IOPS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VolumeBaselineIOPS파일에
서와 같이 현재 기준 IOPS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ConfigurationVolumeBaselineThroughput 현재 EBS 볼륨의 기준 처리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처리량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VolumeBaselineThroughput파
일에서와 같이 현재 기준 처리량이라는 레이블이 지
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ConfigurationVolumeBurstIOPS 현재 EBS 볼륨의 초당 버스트 입력/출력 작업.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버스트 IOPS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VolumeBurstIOPS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버스트 IOPS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
습니다.

CurrentConfigurationVolumeBurstThroughput 현재 EBS 볼륨의 볼륨 버스트 처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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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버스트 처리량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VolumeBurstThroughput파일
에서와 같이 현재 버스트 처리량이라는 레이블이 지
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ConfigurationVolumeSize 현재 EBS 볼륨의 현재 크기 (GB) 를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크기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VolumeSiz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볼륨 크기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ConfigurationVolumeType 현재 EBS 볼륨의 볼륨 유형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볼륨 유형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VolumeTyp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볼륨 유형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CurrentMonthlyPrice 현재 EBS 볼륨의 현재 월간 가격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월별 요금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MonthlyPric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월별 가
격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Finding 현재 EBS 볼륨에 대한 검색 결과 분류입니다. EBS 
볼륨은 최적화되거나 최적화되지 않은 것으로 분
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
요 (p. 74).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찾기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CSV 파일 finding내보내기에
서와 같이 검색 결과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LastRefreshTimestamp EBS 볼륨 권장 사항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
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astRefreshTimestamp파일에서와 같이 마지막 새로 
고침 타임스탬프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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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backPeriodInDays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현재 EBS 볼륨의 
지표 데이터를 분석하여 권장 사항을 생성한 이전 
날짜 수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ookBackPeriodInDays파일에서와 같이 룩백 기간 
(일) 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VolumeBaselineIOPSEBS 볼륨 권장 사항의 초당 입력/출력 작업.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IOPS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VolumeBaselineIOPS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기준 IOPS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VolumeBaselineThroughputEBS 볼륨 권장 사항의 기준 처리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처리량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VolumeBaselineThroughput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기준 처리량이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VolumeBurstIOPSEBS 볼륨 권장 사항의 초당 버스트 입력/출력 작업.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버스트 IOPS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VolumeBurstIOPS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버스트 IOPS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VolumeBurstThroughputEBS 볼륨 권장 사항의 볼륨 버스트 처리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버스트 처리량 열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VolumeBurstThroughput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버스트 처리량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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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VolumeSize EBS 볼륨 권장 사항의 현재 크기 (GB)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크기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VolumeSize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볼륨 크기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VolumeType EBS 볼륨 권장 사항의 볼륨 유형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권장 볼륨 유형으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VolumeType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볼륨 유형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MonthlyPrice EBS 볼륨 권장 사항의 월별 가격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 월별 권장 요금 열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MonthlyPrice파일에
서와 같이 월별 권장 가격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
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PerformanceRisk EBS 볼륨 권장 사항의 성능 위험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성능 위험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erformanceRisk파
일에서와 같이 성능 위험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VolumeReadBytes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EBS 볼륨
의 초당 최대 읽기 바이트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
지에 읽기 대역폭 (K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VolumeReadBytesPerSecond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의 초당 읽기 바이
트 수 (최대)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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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MetricsVolumeReadOps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EBS 볼륨
의 초당 최대 읽기 작업 수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
지에 읽기 작업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VolumeReadOpsPerSecond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초당 읽기 작업 수 
(최대)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VolumeWriteBytes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EBS 볼륨
의 초당 최대 쓰기 바이트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
지에 쓰기 대역폭 (KiB/초) 그래프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VolumeWriteBytesPerSecondMaximum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EBS 초당 쓰기 바이트 
수 (최대)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VolumeWriteOpsPerSecondMaximum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EBS 볼륨
의 초당 최대 쓰기 작업 수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Amazon EBS 볼륨 세부 정보 페이
지에 쓰기 작업 (초당)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
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파일에서와 같이
UtilizationMetricsVolumeWriteOpsPerSecondMaximum이 
필드에는 사용률 지표 EBS 초당 쓰기 작업 수 (최대)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ootVolume 시작 시 인스턴스를 부팅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BS 
볼륨 권장 사항 및 볼륨 세부 정보 페이지에 루트 볼
륨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루트 볼륨으
로 표시되고 내보내기 CSV rootVolume파일에는 레
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VolumeArn 현재 EBS 볼륨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
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VolumeArn파일에서와 같이 EBS 볼륨 ARN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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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PerformanceRisk 현재 EBS 볼륨의 성능 위험 등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EBS 볼륨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현재 성능 위험 열로 표시됩
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현재 성능 위험으로 표시되어 있
고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CurrentPerformanceRisk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EBS 볼륨에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을 적용
하면 월간 비용의 백분율로 나타낸 예상 월간 절감
액입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
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절감 기회 백분율로 표시되
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있
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예상 월간 저축액의 통화입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
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예상 월간 절감 통화로 표시
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있
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월간 예상 절감액의 가치.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
보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예상 월별 절감액으로 표시되며 내보내
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있
습니다.

Lambda 함수 권장 필드

API 필드 이름 설명

AccountId 현재AWS Lambda 함수가 생성되는 현재 Lambda 
함수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및 함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계정 ID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accountId파일에서와 같이 계정 ID라는 레이블이 지
정됩니다.

CurrentConfigurationMemorySize 현재 Lambda 함수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메모리 양 
(MB)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구성된 메모리 열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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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MemorySiz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구성된 메모리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CurrentConfigurationTimeout 현재 Lambda 함수에 현재 구성된 타임아웃 시간입
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 타임아웃 열로 표시됩
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nfigurationTimeout파일에서와 같이 타임
아웃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CostAverage 현재 Lambda 함수의 평균 현재 비용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비용 (평균)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stAverage파일에서와 같이 현재 비용 (평
균)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CurrentCostTotal 현재 Lambda 함수의 총 현재 비용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비용 열로 나열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CurrentCostTotal파
일에서와 같이 현재 비용 (총계) 이라는 레이블이 붙
어 있습니다.

Finding 현재 Lambda 함수에 대한 검색 결과 분류입니다. 
Lambda 함수는 언더 프로비저닝, 오버 프로비저닝 
또는 최적화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mbda 함수 찾기 분원을 참조하세요 (p. 77).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 검색 결과 열로 나열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CSV 파일 finding내보내기에서와 
같이 검색 결과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FindingReasonCodes 현재 Lambda 함수의 검색 이유 Lambda 함수에는 
메모리 부족 프로비저닝, 메모리 과다 프로비저닝, 
데이터 부족 또는 명확하지 않은 원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mbda 분원을 참조하세
요 (p. 77).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검색 이유 열로 나
열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
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CSV 파일
FindingReasonCodes내보내기에서와 같이 이유 찾
기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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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rn 현재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FunctionArn파일에서와 같이 함수 ARN이라는 레이
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FunctionVersion 현재 Lambda 함수의 버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 함수 버전 열로 나열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FunctionVersion파
일에서와 같이 함수 버전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LastRefreshTimestamp Lambda 함수 권장 사항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astRefreshTimestamp파일에서와 같이 마지막 새로 
고침 타임스탬프라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LookbackPeriodInDays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현재 Lambda 함수
의 지표 데이터를 분석하여 권장 사항을 생성한 이
전 날짜 수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ookBackPeriodInDays파일에서와 같이 룩백 기간 
(일) 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NumberOfInvocations 룩백 기간 동안 현재 Lambda 함수에 대한 호출 횟수
입니다.

이 필드는 Lambda 함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호출 
(개수)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NumberOfInvocations파일에서와 같
이 호출 횟수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figurationMemorySize Lambda 함수 권장 사항의 메모리 양 (MB)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권장 구성 메모리로 나열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nfigurationMemorySize파
일에서와 같이 권장 구성 메모리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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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CostHigh Lambda 함수 권장 사항의 상한 범위 비용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권장 비용 (높음) 열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stHigh파일에서와 
같이 권장 비용 (높음)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
다.

RecommendationOptionsCostLow Lambda 함수 권장 사항의 더 낮은 범위 비용.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권장 비용 (저가) 열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ostLow파일에서와 같
이 권장 비용 (낮음)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
다.

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DurationExpectedLambda 함수 권장 사항의 예상 기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예상 기간 (예상) 열로 나열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DurationExpected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Lambda 예상 지속 시간 
(밀리초)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DurationLowerBound권장 Lambda 함수를 룩백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
우 권장 Lambda 함수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소
비하는 예상 최소 시간입니다. 하한값과 상한값은 
Lambda 함수 추천 옵션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범위를 형성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예상 기간 (낮음) 열로 나열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DurationLowerBound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Lambda 지속 시간 (밀
리초)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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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DurationUpperBound권장 Lambda 함수를 룩백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
우 권장 Lambda 함수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소
요되는 예상 최대 시간입니다. 하한값과 상한값은 
Lambda 함수 추천 옵션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데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범위를 형성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예상 기간 (상한) 열로 나열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DurationUpperBound파
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Lambda 지속 시간 (밀
리초)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DurationAverage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Lambda 함
수의 평균 지속 시간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기간 (평균)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
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파일에서와 
같이 UtilizationMetricsDurationAverage사용률 지표 
Lambda 지속 시간 (밀리초) (평균) 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Duration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Lambda 함
수의 최대 기간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기간 (최대) 열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DurationMaximum파일에서와 같
이 사용률 지표 Lambda 지속 시간 (최대) 이라는 레
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UtilizationMetricsMemoryAverage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Lambda 함
수의 평균 메모리 사용률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사용된 메모리 (평균)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MemoryAverage파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Lambda 메모리 사용량 MB (평균)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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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MetricsMemoryMaximum 룩백 기간 (최대 14일) 동안 관찰된 현재 Lambda 함
수의 최대 메모리 사용률 지표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세부 정보 페이지에 메모리 (최대) 열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MemoryMaximum파일에서와 같이
사용률 지표 Lambda 메모리 사용량 MB (최대)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CurrentPerformanceRisk 현재 Lambda 함수의 성능 위험 등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Lambda 함
수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현재 성능 위험 열로 표시
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는 현재 성능 위험으로 표시되어 있
고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CurrentPerformanceRisk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Lambda 함수에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을 적
용하면 월별 비용의 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는 예상 
월간 절감액입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
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절감 기회 백분율로 표시되
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있
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예상 월간 저축액의 통화입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추천 내보내기 페이지에
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예상 월간 절감 통화로 표시
되며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있
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월간 예상 절감액의 가치.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
보내기 페이지에서 이 필드는 권장 옵션 
예상 월별 절감액으로 표시되며 내보내
기 CSV 파일에는 로 레이블이 지정되어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있
습니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필드

API 필드 이름 설명

AccountId Fargate에서 현재 Amazon ECS 서비스를 생성한
AWS 계정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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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및 세부 정보 페이지에 계정 ID 열
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
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계정 ID라는
레이블이 지정되고 내보내기 CSV accountId파일에
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ServiceArn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Service ARN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고 내보내기 CSV serviceArn파일
에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LookbackPeriodInDays Compute Optimizer Optimizer가 현재 서비스의 지
표 데이터를 분석하여 권장 사항을 생성한 이전 날
짜 수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
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룩백 기간 (일) 으로 표
시되고 내보내기 CSV lookBackPeriodInDays파일
에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LastRefreshTimestamp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을 마지막으로 업데
이트된 시간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마지막 새로 고침 타
임스탬프라는 레이블이 지정되고 내보내기 CSV
lastRefreshTimestamp_UTC파일에는 레이블이 지
정됩니다.

LaunchType 현재 Amazon ECS 서비스를 위한 용량 공급자입니
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시작 유형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내보내기 CSV
launchType파일에서와 같이 시작 유형이라는 레이
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urrentPerformanceRisk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성능 위험 등급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현재 성
능 위험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
서 현재 성능 위험으로 표시되고 내보내기 CSV
CurrentPerformanceRisk파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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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ServiceConfigurationMemory 현재 Amazon ECS 서비스 작업의 메모리 크기입니
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구성된 메
모리 크기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
서 현재 구성된 메모리로 표시되고 내보내기 CSV
currentServiceConfiguration_memory파일에는 레이
블이 지정됩니다.

CurrentServiceConfigurationCpu 현재 Amazon ECS 서비스 작업의 CPU 크기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현재 구성된 
CPU 크기 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
서 현재 구성된 CPU로 표시되고 내보내기 CSV
currentServiceConfiguration_cpu파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CurrentServiceConfigurationTaskDefinitionArn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작업 정의 ARN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 작업 정의 이름 열
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작업 정
의 이름으로 레이블이 지정되고 내보내기 CSV
currentServiceConfiguration_taskDefinitionArn파일
에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CurrentServiceConfigurationAutoScalingConfiguration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Auto Scaling 스케일링
의 구성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Auto Scaling 구성 열
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
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Auto Scaling 
구성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고 내보내기 CSV
currentServiceConfiguration_autoScalingConfiguration파
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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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ServiceContainerConfigurations 현재 Amazon ECS 서비스 작업의 현재 컨테이너 구
성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현재 설정과 권장 컨테이너 크기 비
교 표에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이 필드에는 컨테이너 
구성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보내기 
CSV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레이블이 채워집니다.

• currentServiceContainerConfiguration_####_#
#_containerName

• currentServiceContainerConfiguration_####_#
#_memory

• currentServiceContainerConfiguration_####_#
#_memoryReservation

• currentServiceContainerConfiguration_####_#
#_cpu

UtilizationMetricsCpuMaximum Amazon ECS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CPU 용량의 최
대 비율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CPU 사용률 (백분율) 그
래프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예상 사용
률 최대 CPU 메트릭으로 표시되고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CPU_MAXIMUM파일에는 레이블
이 지정됩니다.

UtilizationMetricsMemoryMaximum Amazon ECS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의 
최대 비율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메모리 사
용률 (백분율)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이 필
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예상 사용률 최대 메
모리 메트릭으로 표시되고 내보내기 CSV
utilizationMetrics_MEMORY_MAXIMUM파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됩니다.

Findings Amazon ECS 서비스의 검색 분류입니다.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는 과소 프로비저닝, 오버 프로
비저닝 또는 최적화된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분류 찾기 (p. 81)을 참조하세요.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결과 열로 표시됩니
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
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결과 레이블이 지정되고 
내보내기 CSV findings파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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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ReasonCodes 검색 이유 열에서는 현재 Amazon ECS 서비스의 어
떤 사양이 과소 프로비저닝, 과다 프로비저닝 또는 
최적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원인 찾기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원인 코드 찾
기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고 <code>내보내기 CSV
findingReasonCodes_파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code>레이블 부분에서는 프로비저닝이 
부족하거나 오버프로비저닝되거나 최적화된 서비스 
사양 (CPU 또는 메모리) 을 식별합니다.

RecommendationOptionsMemory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의 메모리 크기입니
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메모리 크기 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
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권장 옵션 메모
리라는 레이블이 지정되고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memory파일에는 레이블
이 지정됩니다.

RecommendationOptionsCpu 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의 CPU 크기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CPU 크기 열로 표시
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권장 옵션 CPU
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고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cpu파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Amazon ECS 서비스의 구성을 Compute Optimizer
의 권장 구성으로 조정한 후의 대략적인 월별 비용 
절감 비율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
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권장 옵션 절
감 기회 백분율로 표시되고 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SavingsOpportunityPercentage파
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예상 월간 저축액의 통화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권장 옵션 예상 
월별 절감 통화로 표시되고 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Currency파
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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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월간 예상 절감액의 가치.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
항 내보내기 페이지에서 권장 옵션 예상 월별 절
감액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고 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EstimatedMonthlySavingsValue파
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ContainerRecommendationsAmazon ECS 서비스에 있는 컨테이너의 권장 메모
리 및 CPU 크기입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현재 설정과 권장 컨테이너 크기 비
교 표에 표시됩니다.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
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이 필드에는 컨테이너
권장 사항이라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보
내기 CSV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레이블이 채워집니
다.

• recommendationOptions__containerName_<index><index>
• recommendationOptions__containerMemory_#
###_## <index>

• recommendationOptions__containerMemoryReservation_#
###_## <index>

• recommendationOptions__containerCpu_###
#_## <index>

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CpuMaximum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의 예상 최대 CPU 
사용률 지표입니다. 룩백 기간 동안 권장 Amazon 
ECS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이 값은 권장 Amazon 
ECS 서비스의 최대 CPU 사용률을 정의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CPU 사용률 (백
분율) 지표 그래프에 오버레이로 표시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권장 사항 내
보내기 페이지에서 권장 옵션 예상 사용률 지표 
CPU 최대값으로 표시되고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_CPU_MAXIMUM파
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ecommendationOptionsProjectedUtilizationMetricsMemoryMaximumAmazon ECS 서비스 권장 사항의 예상 최대 메모리 
사용률 지표입니다. 룩백 기간 동안 권장 Amazon 
ECS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이 값은 권장 Amazon 
ECS 서비스의 최대 메모리 사용량을 정의합니다.

이 필드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Amazon 
ECS 서비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메모리 
사용률 (백분율) 지표 그래프에 오버레이로 표
시됩니다. 이 필드에는 Compute Optimizer 
콘솔의 내보내기 권장 사항 페이지에서 권
장 옵션 예상 사용률 지표 메모리 최대값이라
는 레이블이 붙어 있고 <rank>내보내기 CSV
recommendationOptions__projectedUtilizationMetrics_MEMORY_MAXIMUM파
일에는 레이블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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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파일
메타데이터 JSON 파일은 모든 내보내기 작업과 함께 출력됩니다. 파일에는 관련 권장 사항 파일의 스키마 
정보 (예: 데이터 방언, 열 정의 및 열 설명)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익스포트 파일의 구문 분석을 돕
고 해당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메타데이터 파일은 내보내기 파일에 지정한 것과 동일한 S3 버킷 
및 접두사에 저장됩니다.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내보낸 각 열 또는 필드에 대한 다음 속성이 포함됩니다.

• 이름 - 익스포트 필드 추천 컬럼 이름.
• 제목 - 사용자에게 친숙한 추천 컬럼 이름입니다.
• 데이터 유형 - 열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 Null - 열이 null일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문자열입니다.
• 필수 - 열 데이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예입니다.

{ 
  "@context": [ 
    "http://www.w3.org/ns/csvw" 
  ], 
  "url": "us-east-1-2020-05-18T001229Z-f264881a-bfb3-4676-9b14-8d1243599ebb.csv", 
  "dc:title": "EC2 Instance Recommendations", 
  "dialect": { 
    "encoding": "utf-8", 
    "lineTerminators": [ 
      "\n" 
    ], 
    "doubleQuote": true, 
    "skipRows": 0, 
    "header": true, 
    "headerRowCount": 1, 
    "delimiter": ",", 
    "skipColumns": 0, 
    "skipBlankRows": false, 
    "trim": false 
  }, 
  "dc:modified": { 
    "@value": "2020-05-20", 
    "@type": "xsd:date" 
  }, 
  "tableSchema": { 
    "columns": [ 
      { 
        "name": "accountId", 
        "titles": "Account ID", 
        "datatype": "string", 
        "null": "", 
        "required": false 
      }, 
      { 
        "name": "instanceArn", 
        "titles": "Instance Arn", 
        "datatype": "string", 
        "null": "", 
        "required": false 
      }, 
      { 
        "name": "utilizationMetrics_CPU_MAXIMUM", 
        "titles": "Cpu Maximum Utilization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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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double", 
        "null": "", 
        "required": false 
      }, 
      { 
        "name": "recommendations_count", 
        "titles": "Number of recommendations", 
        "datatype": "integer", 
        "required": true 
      }, 
      { 
        "name": "recommendationOptions_1_instanceType", 
        "titles": "Recommendation 1 Instance Type", 
        "datatype": "integer", 
        "null": "", 
        "required": false 
      }, 
      { 
        "name": "lastRefreshTimestamp_UTC", 
        "titles": "Last Resfreshed Timestamp UTC", 
        "datatype": "datetime", 
        "format": "yyyy-MM-dd HH:mm:ss", 
        "null": "", 
        "required": false 
      }, 
      { 
        "name": "errorCode", 
        "titles": "Error Code", 
        "datatype": "string", 
        "required": true 
      }, 
      { 
        "name": "errorMessage", 
        "titles": "Error Message", 
        "datatype": "string", 
        "required": true 
      } 
    ] 
  }
}

내보내기 작업 실패
리소스 권장 사항을 내보내려고 할 때 다음 오류 메시지 또는 문제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을 다시 내보내기 전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해 보십시오.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S3 버킷의 권한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Amazon S3 버킷에 필요한 권한을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 대한 Amazon S3 버킷AWS Compute 
Optimizer (p. 20)을 참조하세요.

지정한 Amazon S3 버킷은 공개입니다. 프라이빗 S3 버킷만 지원됩니다.

Amazon S3 버킷은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Amazon S3 스토리지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팅된 또는 자동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했지만 Amazon S3 버킷에서 추천 데이터가 누락되었습니다.

DescribeRecommendationExportJobsAPI를 호출하여 내보내기 작업의 최종 상태를 확인합니다. 내보
내기 작업이 실패한 경우ExportResourceRecommendations API를 다시 호출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
은 AWS Compute OptimizerAPI  DescribeRecommendationExportJobs참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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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mpute Optimizer에 대한 문서 
기록

다음 표는 본 AWS Compute Optimizer 릴리스 관련 설명서를 소개합니다.

• API 버전: 2019-11-30
• 마지막 문서 업데이트: 2022년 8월 15일

다음 표에서는 Compute Optimizer 릴리스에 대한 문서를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권장 사항에 대한 태그 필터링 및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필터링을 
지원합니다.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
서 이제 태그 키 및 태그 값을 기
준으로 EC2 인스턴스, EBS 볼륨, 
Lambda 함수 및 ECS 서비스 권
장 사항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을 기
준으로 EC2 권장 사항을 필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기를
참조하세요.

2023년 5월 1일

Compute Optimizer 새로운 
EC2 인스턴스 유형을 지원합니
다. (p. 130)

Compute Optimizer 이제 C6in, 
R6in, R6in, M6in, M6in, M6in
과 M6idn, M6idn, M6idn, M6idn, 
M6idn, M6idn, M6idn, M6idn, 
M6idn, M6idn, M6idn,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 요구 
사항을 참조하세요.

2023년 3월 30일

Compute Optimizer 새로운 
EBS 볼륨 유형을 지원합니
다.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 세 가지 새로운 EBS 볼륨 
유형인 HDDst1 및sc1 프로비
저닝된 IOPS SSD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io2 Block 
Express.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볼륨 요구 사항을 참조하세
요.

2023년 3월 30일

Compute Optimizer EC2 서
스펜션 워크로드를 지원합니
다.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 간헐적인 워크로드의 사용률 
데이터를 결합하여 EC2 권장 사
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 요
구 사항을 참조하세요.

2023년 3월 30일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
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
다. (p. 130)

이제 Compute Optimizer 는 
F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
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rarararargate의 
Amazon ECS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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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 Optimizer, 외부 메트릭 
통합 기능 출시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 네 가지 옵저버빌리티 제품 
중 하나에서 외부 EC2 메모리 사
용률 메트릭을 수집 및 분석하여 
추가 비용 절감 및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는 EC2 적정 크기 조정 권
장 사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외부 지표 통합을 참
조하십시오.

2022년 11월 28일

Compute Optimizer 새로운 EC2 
인스턴스 유형 및 Windows 
메모리 메트릭을 지원합니
다.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M6i.metalC6i.metalC7g, 및 
인스턴스를 비롯한 37개의 새로
운 EC2Hpc6a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또
한 Compute Optimizer Optimizer
는 이제 EC2 Windows 인스턴
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할 
때Available MBytes 메모리 
메트릭의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 요구 사항 및 EC2 인스
턴스 지표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10월 7일

Compute Optimizer, 위임 관리자 
기능 출시 (p. 130)

이제 Compute Optimizer 
Optimizer에서 조직의 관리 계정
은 구성원 계정을 조직의 관리자
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관
리자는 Compute Optimizer 권장 
사항에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위임된 관리자는 관
리 계정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전
체 조직에 대한 권장 사항 기본 설
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계정 위임하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8월 15일

에 대한AWS 관리형 정책을 업
데이트했습니다.AWS Compute 
Optimizer (p. 130)

의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AWS 
관리형 정책이AWS Compute 
Optimizer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mpute 
Optimizer에 대한 AWS 관리형 정
책을 참조하세요.

2022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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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 Optimizer,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지원 
추가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
C5dC6aC6iI2Im4gnIs4gen,M5ad,,M6a,M6i,, 
및R6i Amazon EC2 인스턴스 유
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인스턴
스 유형은 이러한 인스턴스 유형
과 Compute Optimizer Optimizer
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든AWS 
리전 곳에서 지원됩니다. 중국 (베
이징) 및 중국 (베이징) 및 중국 (베
이징) 및 중국 (베이징) 및 중국 (베
이징) 및 중국 (베이징) 및 중국 (베
이징) 및 중국 (베이징) 및 중국 자
세한 내용은 Amazon EC2 인스턴
스 요구 사항을 참조하세요.

2022년 4월 7일

이제 워크로드 기반 권장 사항 및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
는 새로운 추론된 워크로드 유형 
기능을 통해 리소스에서 실행 중
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추론
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리소스 이름, 태그 
및 구성과 같은 리소스의 속성을 
분석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애플리케이션을 추론하여 애플리
케이션을 고려하는 권장 사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
스턴스 유형에서 권장 인스턴스 
유형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필
요한 작업 수준을 식별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론된 워크
로드 유형을 참조하세요.

2022년 1월 10일

리소스의 비용 절감 및 성능 
개선 기회를 확인하고 향상된 
인프라 지표를 활성화하십시
오. (p. 130)

대시보드의 새로운 비용 절감 기
회 및 성과 개선 기회 섹션에서 가
장 큰 비용 및 성과 개선 기회를 찾
아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Compute Optimizer대시보드 보기
를 참조하세요. 또한 이제 EC2 인
스턴스 및 Auto Scaling 그룹에 대
한 지표 분석 룩백 기간을 최대 3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
본적으로 룩백 기간은 14일입니
다. 이렇게 하려면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을 활성화하십시오. 향상된 
인프라 메트릭 기능은 Compute 
Optimizer Optimizer의 유료 기능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장 인프
라 메트릭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2021년 11월 29일

132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requirements.html#requirements-ec2-instances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requirements.html#requirements-ec2-instances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inferred-workload-type.html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inferred-workload-type.html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viewing-dashboard.html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viewing-dashboard.html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viewing-dashboard.html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enhanced-infrastructure-metrics.html
https://docs.aws.amazon.com/compute-optimizer/latest/ug/enhanced-infrastructure-metrics.html


AWS Compute Optimizer 사용 설명서

에 대한 업데이트된AWS 관
리형 정책AWS Compute 
Optimizer (p. 130)

의ComputeOptimizerServiceRolePolicy
및ComputeOptimizerReadOnlyAccessAWS 
관리형 정책이AWS Compute 
Optimizer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mpute 
Optimizer에 대한 AWS 관리형 정
책을 참조하세요.

2021년 11월 29일

AWS그래비톤 기반 인스턴스 권
장 사항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AWS Graviton 기반 인스턴스
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데 따
른 가격 및 성능 영향을 제공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Graviton 
기반 인스턴스 권장 사항을 참
조하십시오. 계정이 조직의 관
리 계정인 경우 이제 Compute 
Optimizer에 동의한 조직의 구성
원 계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옵트인한 계정 보기
를 참조하십시오AWS Compute 
Optimizer.

2021년 8월 26일

Amazon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개선 사항 (p. 130)

이제 Compute Optimizer 는 더 
광범위한 Amazon EC2 인스턴
스 유형을 지원합니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광범위한 
인스턴스 메트릭을 평가하여 권
장 사항을 생성하고 인스턴스 권
장 사항을 찾는 이유를 제공합니
다. Compute Optimizer Optimizer
는 또한 현재 인스턴스와 권장 인
스턴스 유형 간의 플랫폼 차이점
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C2 인스턴스 요구 사항,
EC2 인스턴스 지표, 원인 찾기 및
플랫폼 차이점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5월 24일

Amazon EBS 볼륨 및 Lambda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 내보내
기 (p. 130)

이제 Amazon EBS 볼륨 및 
Lambda 함수에 대한 권장 사항을 
Amazon S3로 내보낼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권장 사항 내보
내기를 참조하세요.

2021년 5월 18일

AWS관리형 정책에 대한 설명서 
추가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AWS 관리형 정책의 변경 사
항을 추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mpute Optimizer에 대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2021년 5월 18일

AWS Lambda함수 권장 사
항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AWS Lambda 함수에 대한 권
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 Lambda함수 권장 사항 
보기를 참조하세요.

2020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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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EBS 볼륨 권장 사
항 (p. 130)

Compute Optimizer 이제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어 어 
어 어 어 볼륨에 대한 권장 사항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볼륨 권장 사항 보기를 참조하세
요.

2020년 12월 3일

Amazon EBS 지표 및 암호화된 
S3 버킷 (p. 130)

Compute Optimizer Optimizer는 
이제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볼륨의 초당 읽기/쓰기 작업 수 
(ops) 및 초당 읽기/쓰기 바이트 
수 (Bps) 를 분석합니다. 데이터
는 추천을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
다. Compute Optimizer 콘솔에서 
EBS 읽기/쓰기 대역폭 (초당 작
업 수) 및 EBS 읽기/쓰기 처리량 
(KiBps) 그래프를 볼 수도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EC2 인스턴스 
권장 사항 보기를 참조하세요. 이
제 암호화된 Amazon S3 버킷으로 
권장 사항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권장 사항 내보
내기를 참조하세요.

2020년 10월 7일

권장 사항 내보내기 (p. 130)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로 권장 사항을 내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
장 사항 내보내기를 참조하세요.

2020년 6월 10일

셀프서비스 옵트아웃 (p. 130) AWS Command Line Interface이
제 셀프 서비스 옵트아웃을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옵트
아웃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4월 6일

서비스 출시 (p. 130) Compute Optimizer 출시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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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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