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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AWS Control Tower TowerCon
AWS Control Tower는 규범적 모범 사례에 따라AWS 다중 계정 환경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단
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AWS Control Tower Tower는 landing zone 존을 빌드합니다. 을 비롯한AWS 
Organizations 다른 AWS서비스의 기능을 오케스트레이션하여 한 시간 이내에 랜딩 존을 빌드합니다.AWS 
Service Catalog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리소스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설정하고 관리됩니다.

AWS Control TowerAWS Organizations AWS Control Tower는 모범 사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 및 계정
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어 (가드레일이라고도 함) 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을 사용하여 보
안 로그와 필요한 교차 계정 액세스 권한이 생성되고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이상의 계정을 호스팅하는 경우 계정 배포 및 계정 거버넌스를 용이하게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Control Tower를 계정 및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기본 방법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기업 표준을 준수하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모범 사례를 따를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면 분산된 팀의 최종 사용자가 Account Factory에서 구성 가능한 계정 템플릿
을 통해 새AWS 계정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는 모든 계정이 확립
된 전사적 규정 준수 정책에 부합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Control TowerControl Tower는 수천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wer의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werwerwer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
는 다중 계정AWS 환경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Control TowerControl 
Towerwer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한 작업 및AWS 다중 계정 전략에 설명된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다중 계정 전략: 모범 사례 지침 (p. 32).

기능
AWS Control Tower

• landing zone — 랜딩 존은 보안 및 규정 준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잘 설계된 다중 계정 환경입니다. 규정 
준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모든 조직 단위 (OU), 계정, 사용자 및 기타 리소스를 보관하는 전사적 컨
테이너입니다. 랜딩 영역은 모든 규모의 기업 요구 사항에 맞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제어 — 제어 (가드레일이라고도 함) 는 전체AWS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상위 수준의 
규칙입니다.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됩니다. 통제에는 예방, 탐지 및 사전 예방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통제
가 있습니다. 통제에는 세 가지 범주의 지침이 적용됩니다: 필수,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 선택 지침. Control 
Towertrol Towertrol Tow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Control Tower의 작동 방식 (p. 9) 단원을 참조하세요

• Account Factory — 어카운트 팩토리는 사전 승인된 계정 구성으로 새 계정 프로비저닝을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성 가능한 계정 템플릿입니다. AWS Control Tower는 조직의 계정 프로비저닝 워크플로를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장 어카운트 팩토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비전 및 관리 (p. 133)을 참조하세요.

• 대시보드 — 대시보드를 통해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로 구성된 팀이 landing zone 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기업 전체의 프로비저닝된 계정, 정책 시행을 위해 활성화된 제어, 
정책 비준수를 지속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제어, 계정 및 OU별로 구성된 비준수 리소스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integrated-services.html
https://docs.aws.amazon.com/whitepapers/latest/organizing-your-aws-environment/appendix-e-establish-multi-account.html#example-workloads-flat-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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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타워가 다른

AWS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

AWS Control Tower 타워가 다른AWS 서비스와 상
호 작용하는 방식

AWS Control Tower는AWS Service Catalog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및 를 비롯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AWS Organizations. 자세한 
정보는 통합 서비스 (p. 985)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를 다른AWS 서비스와 함께 기존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
으로 통합할 수AWS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를 활용하고 워크로드를 CloudEndure 마
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AWS.

구성, 거버넌스 및 확장성

• 자동화된 계정 구성: AWS Control Tower는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기반으로 추상화된 형태로 구축되
는 Account Factory (또는 “자판기”) 를 통해 계정 배포 및 등록을 자동화합니다AWS Service Catalog. 
Account Factory는AWS 계정을 만들고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에 제어 및 정책을 적용하는 프로세스
를 자동화합니다.

•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 AWS Control Tower는 의AWS Organizations 기능을 활용하여 다중 계정 환경 전체
에서 일관된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설정합니다. 이AWS Organizations 서비스
는 중앙 거버넌스 및 계정 관리,AWS Organizations API를 통한 계정 생성, SCP (서비스 제어 정책) 등 다
중 계정 환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 확장성: AWS Control Tower 콘솔뿐만 아니라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도AWS Organizations 직접 작
업하여 자체 AWS 컨트롤 타워 환경을 구축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직을 등록하고 기존 계정
을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하면 변경 사항이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Control TowerControl Tower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의 
landing zone 워크로드에 추가 고급 기능이 필요한 경우 AWS Control Tower와 함께 다른AWS 파트너 솔
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처음 사용하십니까?
이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landing zone 존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계
획하기 (p. 30) 및 을 참조하십시오AWS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위한 다중 계정 전
략 (p. 32).

2. 첫 번째 랜딩 영역을 만들 준비가 되면 AWS Control Tower 시작하기 (p. 1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3. 드리프트 감지 및 방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

결 (p. 17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4. 보안 세부 사항은 AWS Control Tower의 Security (p. 99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5. landing zone 및 멤버 계정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타워의 

구성 업데이트 관리 (p. 40).

AWS Control Tower의 작동 방식
이 섹션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작동 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landing zone 모든AWS 리
소스에 대한 잘 설계된 다중 계정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사용하여 모든 AWS 계정에 대해 규정 준수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http://aws.amazon.com/blogs/mt/how-to-take-advantage-of-aws-control-tower-and-cloudendure-to-migrate-workloads-to-aws/
http://aws.amazon.com/blogs/mt/how-to-take-advantage-of-aws-control-tower-and-cloudendure-to-migrate-workloads-to-aws/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AWS Control Tower 랜딩 존의 구조

AWS Control Tower 랜딩 존의 구조
AWS Control Tower 타워의 landing zone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루트 — landing zone 존의 다른 모든 OU를 포함하는 상위 멤버입니다.
• 보안 OU - 이 OU에는 로그 보관 및 감사 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을 공유 계정이라고도 합

니다. landing zone 존을 시작할 때 이러한 공유 계정의 사용자 지정 이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안 및 로
깅을 위해 기존AWS 계정을 AWS Control Tower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름을 바꿀 수 없
으며 처음 시작한 후에는 보안 및 로깅을 위해 기존 계정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샌드박스 OU — 샌드박스 OU는 landing zone 존을 활성화한 경우 랜딩 존을 시작할 때 생성됩니다. 이 OU 
및 기타 등록된 OU에는 사용자가 AWS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등록된 계정이 포함됩니다.

• IAM ID 센터 디렉터리 — 이 디렉터리에는 IAM ID 센터 사용자가 들어 있습니다. 각 IAM ID 센터 사용자의 
권한 범위를 정의합니다.

•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 이는 사용자가 landing zone 존에서AWS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 ID입니다.

landing zone 설정하면 발생하는 상황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AWS Control Tow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관리 계정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
다.

• AWS Organizations조직 루트 구조에 포함된 두 개의 조직 단위 (OU) 인 보안과 샌드박스 (선택 사항) 를 
만듭니다.

• Security OU에 로그 보관 계정과 감사 계정이라는 두 개의 공유 계정을 만들거나 추가합니다.
• 사전 구성된 그룹 및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모든 필수 예방 제어를 적용합니다.
• 필수 탐지 제어를 모두 적용하여 구성 위반을 탐지합니다.
• 관리 계정에는 예방 제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리 계정을 제외한 제어 기능은 조직 전체에 적용됩니다.

AWS Control Tower 랜딩 존 및 계정 내의 리소스를 안전하게 관리

• landing zone 존을 만들면 많은AWS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려면 이 안내서에 
설명된 지원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이러한 AWS Control Tower 관리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landing zone 존이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생성 및 수정 지침 (p. 37) 단원을 참조하세요.

• 선택적 제어 (적극 권장 또는 선택적 지침이 있는 제어) 를 활성화하면 AWS Control Tower는 계정에서 관
리하는AWS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리소스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Control Tower에서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p. 213)을 참조하세요.

공유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AWS Control Tower에서는 설정 중에 landing zone 존의 공유 계정 (관리 계정, 로그 아카이브 계정 및 감사 
계정) 이 프로비저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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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계정이란 무엇인가요?
landing zone 존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landing zone 존의 모든 항목에 대한 요금을 청구
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Account Factory에서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고 OU 및 제어를 관리하는 데도 사용됩
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어떤 유형의 프로덕션 워크로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
다. 워크로드를 실행하려면 별도의 AWS Control Tower 계정을 생성하십시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관리 계정 내에 다음과 같은AWS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리소스 이름

AWS Organizations 계정 audit

log archive

AWS Organizations OU Security

Sandbox

AWS Organizations 서비스 제어 정책 aws-guardrails-*

AWS CloudFormation 스택 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TRAIL-
MASTER

AWSControlTowerBP-
BASELINE-CONFIG-MASTER(버
전 2.6 이상)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TRAIL(3.0 이
상에서는 배포되지 않음)

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WATCH

AWSControlTowerBP-
BASELINE-CONFIG

AWSControlTowerBP-
BASELINE-ROLES

AWSControlTowerBP-
BASELINE-SERVICE-ROLES

AWSControlTowerBP-
SECURITY-TOPICS

AWSControlTowerGuardrailAWS-
GR-AUDIT-BUCKET-PUBLIC-
READ-PROHIBITED

AWSControlTowerGuardrailAWS-
GR-AUDIT-BUCKET-PUBLIC-
WRITE-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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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리소스 이름
AWSControlTowerLoggingResources

AWSControlTowerSecurityResources

AWSControlTowerExecutionRole

AWS Service Catalog 제품 AWS Control Tower Tower 
Control Tower

AWS Config 집계자 aws-controltower-
ConfigAggregatorForOrganizations

AWS CloudTrail 추적 aws-controltower-
BaselineCloudTrail

아마존 CloudWatch CloudWatch 로그 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 AWSControlTowerAdmin

AWSControlTowerStackSetRole

AWSControlTowerCloudTrailRolePolicy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정책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AWSControlTowerAdminPolicy

AWSControlTowerCloudTrailRolePolicy

AWSControlTowerStackSetRolePolicy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
On)

디렉터리 그룹 AWSAccountFactory

AWSAuditAccountAdmins

AWSControlTowerAdmins

AWSLogArchiveAdmins

AWSLogArchiveViewers

AWSSecurityAuditors

AWSSecurityAuditPowerUsers

AWSServiceCatalogAdmins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
On)

권한 세트 AWSAdministratorAccess

AWSPowerUserAccess

AWSServiceCatalogAdminFullAccess

AWSServiceCatalogEndUserAccess

AWSReadOnlyAccess

AWSOrganizationsFullAccess

5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공유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Note

landing zone 버전 3.0 이상에는AWS CloudFormation StackSet BP_BASELINE_CLOUDTRAIL 배포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륙 지대를 업데이트하기 전까지는 이전 버전의 착륙 지대에 계속 존재합니
다.

로그 아카이브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이 계정은 landing zone 존에 있는 모든 계정의 API 활동 및 리소스 구성 로그를 위한 리포지토리 역할을 합
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로그 아카이브 계정 내에 다음과 같은 AWS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Resource Name

AWS CloudFormation 스택 StackSet-
AWSControlTowerGuardrailAWS-
GR-AUDIT-BUCKET-PUBLIC-
READ-PROHIBITED-

StackSet-
AWSControlTowerGuardrailAWS-
GR-AUDIT-BUCKET-PUBLIC-
WRITE-PROHIBITED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WATCH-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ONFIG-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TRAIL-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SERVICE-ROLES-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ROLES-

StackSet-
AWSControlTowerLoggingResources-

AWS Config AWS Config Rules AWSControlTower_AWS-
GR_AUDIT_BUCKET_PUBLIC_READ_PROHIBITED

AWSControlTower_AWS-
GR_AUDIT_BUCKET_PUBLIC_WRITE_PROHIBIT

AWS CloudTrail 추적 aws-controltower-
BaselineCloudTrail

아마존 CloudWatch CloudWatch 이벤트 규칙 aws-controltower-
ConfigComplianceChangeEventRule

아마존 CloudWatch CloudWatch 로그 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aws/lambda/aws-controltower-
NotificationForw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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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Resource Nam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 aws-controltower-
AdministratorExecutionRole

aws-controltower-
CloudWatchLogsRole

aws-controltower-
ConfigRecorderRole

aws-controltower-
ForwardSnsNotificationRole

aws-controltower-
ReadOnlyExecutionRole

AWSControlTowerExecut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정책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 aws-controltower-
SecurityNotifications

AWS Lambda 애플리케이션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WATCH-*

AWS Lambda 함수 aws-controltower-
NotificationForwarder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버킷 aws-controltower-logs-*

aws-controltower-s3-access-logs-
*

감사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감사 계정은 보안 및 규정 준수 팀이 landing zone 존의 모든 계정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
도록 설계된 제한된 계정입니다. 감사 계정에서, Lambda 함수에만 부여된 역할을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으
로 액세스하여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 계정을 이용해 다른 계정에 수동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Lambda 함수 및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AWS 계정에서 역할을 위임하도록 Lambda 함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감사 계정 내에 다음과 같은 AWS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리소스 이름

AWS CloudFormation 스택 StackSet-
AWSControlTowerGuardrailAWS-
GR-AUDIT-BUCKET-PUBLIC-
READ-PROHIBITED-

StackSet-
AWSControlTowerGuardrailAWS-
GR-AUDIT-BUCKET-PUBLIC-
WRITE-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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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리소스 이름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WATCH-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ONFIG-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TRAIL-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SERVICE-ROLES-

StackSet-AWSControlTowerBP-
SECURITY-TOPICS-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ROLES-

StackSet-
AWSControlTowerSecurityResources-
*

AWS Config 집계자 aws-controltower-
GuardrailsComplianceAggregator

AWS Config AWS Config Rules AWSControlTower_AWS-
GR_AUDIT_BUCKET_PUBLIC_READ_PROHIBITED

AWSControlTower_AWS-
GR_AUDIT_BUCKET_PUBLIC_WRITE_PROHIBITED

AWS CloudTrail 추적 aws-controltower-
BaselineCloudTrail

아마존 CloudWatch CloudWatch 이벤트 규칙 aws-controltower-
ConfigComplianceChangeEventRule

아마존 CloudWatch CloudWatch 로그 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aws/lambda/aws-controltower-
NotificationForw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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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리소스 이름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 aws-controltower-
AdministratorExecutionRole

aws-controltower-
CloudWatchLogsRole

aws-controltower-
ConfigRecorderRole

aws-controltower-
ForwardSnsNotificationRole

aws-controltower-
ReadOnlyExecutionRole

aws-controltower-
AuditAdministratorRole

aws-controltower-
AuditReadOnlyRole

AWSControlTowerExecut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정책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 aws-controltower-
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

aws-controltower-
AllConfigNotifications

aws-controltower-
SecurityNotifications

AWS Lambda 함수 aws-controltower-
NotificationForwarder

Control Tower의 작동 방식
제어는 전체AWS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상위 수준의 규칙입니다. 각 컨트롤은 단일 규
칙을 적용하며 일반 언어로 표현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 또는 AWS Control Tower API에서 언제든
지 유효한 선택 항목 또는 강력하게 권장되는 컨트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수 Control Tower는 항상 적용
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방 제어는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S3 버킷의 버킷 정책 변경 허용 안 함이라는 
선택적 제어 (이전에는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정책 변경 허용 안 함) 는 로그 아카이브 공유 계정 내에서 모든 
IAM 정책 변경을 방지합니다. 방지된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이 시도가 거부되고 CloudTrail에 기록됩니다. 
리소스는 AWS Config에도 기록됩니다.

탐지 제어 기능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를 감지하고 조치를CloudTrail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볼륨의 암호화 활성화 여부 검색이라는 강력히 권장되는 컨트롤은 암
호화되지 않은 Amazon EBS 볼륨이 landing zone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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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적 제어는 리소스가 계정에 프로비저닝되기 전에 리소스가 회사 정책 및 목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리소스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리소스는 프로비저닝되지 않습니다. 사전 예방적 제
어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통해 계정에 배포될 리소스를 모니터링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AWS 설명드리자면, AWS Control Tower에서는 SCP (서비스 제어 정책) 
를 통해 예방 제어를 구현합니다. Detective 제어는AWS Config 규칙으로 구현됩니다. 사전 예방적 제어는
AWS CloudFormation 후크를 통해 구현됩니다.

관련 주제
• 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의 Control To (p. 203)
•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결 (p. 177)

AWS Control Tower 타워와 연동되는 방식 StackSets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계정에 리소스를 설정하는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데 사용합니다. 각 
스택 세트에는 StackInstances 계정별,AWS 리전 계정별 스택 세트가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계정 및 지역당 하나의 스택 세트 인스턴스를 배포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AWS CloudFormation 파라미터에 따라AWS 리전 선택적으로 특정 계정에 업데이트
를 적용합니다. 일부 스택 인스턴스에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다른 스택 인스턴스는 Outdated(오래됨)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된 정상 동작입니다.

스택 인스턴스가 Outdated(오래됨) 상태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 스택 인스턴스에 해당하는 스택이 스택 세트
의 최신 템플릿과 정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스택은 이전 템플릿에 남아 있으므로 최신 리소스 또는 파라
미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택은 여전히 완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중에 지정된AWS CloudFormation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동작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스택 세트 업데이트에 템플릿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된 경우 (즉,TemplateBody 또는TemplateURL 속성
이 지정된 경우) 또는Parameters 속성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계정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기 전
에 모든 스택 인스턴스를 Ouddated 상태로AWS CloudFormation 표시합니다AWS 리전. 스택 세트 업데이
트에 템플릿이나 파라미터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정된 계정 및 지역의 스택 인스턴스를
AWS CloudFormation 업데이트하고 다른 모든 스택 인스턴스는 기존 스택 인스턴스 상태로 유지합니다. 스
택 세트와 연결된 모든 스택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려면 Accounts 또는 Regions 속성을 지정하지 마십시
오.

자세한 내용은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스택 세트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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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다음은 AWS Control Tower 설명서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먼저, AWS Control Tower는 이 문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조직 및 조직 단위 (OU) 라는 용어를 포함하여
AWS Organizations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용어를 공유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조직 및 O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용어 및 개념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용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AWS Organizations워크로드가 확장되고 확장됨에 따라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WSAWS 서비스입니다. AWS Control Tower는 계정을 생성하고, OU 수준에서 예방 제어를 적용하고, 중
앙 집중식 결제를 제공하는 데 사용합니다.AWS Organizations

• AWSAccount Factory 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된 계정
입니다.AWS 어카운트 팩토리는 비공식적으로 어카운트 팩토리를 어카운트용 “자동판매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은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이 배포된 리전입니다.AWS landing 
zone 설정에서 홈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 AWS Service Catalog자주 배포되는 IT 서비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맥락에서 
Account Factory는 사용자 지정 청사진의AWS 계정을 포함하여 새 계정을AWS Service Catalog 프로비저
닝하는 데 사용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StackSets에서는 단일 작업 및 단일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여러 계정 및 리전
에 대해 스택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스택의 기능을 확장합니다.

• 스택 인스턴스는 리전 내 대상 계정에서 스택에 대한 참조입니다.
• 스택 이란 하나의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AWS 리소스의 모음입니다.
• 애그리게이터는 조직 내 여러 계정 및 지역에서AWS Config 구성 및 규정 준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단일 계

정 내에서 이러한 규정 준수 데이터를 보고 쿼리할 수 있는AWS Config 리소스 유형입니다.
• 적합성 팩은 계정 및 리전에 하나의 엔티티로 배포하거나 의 조직 전체에 배포할 수 있는AWS Config 규칙 

및 문제 해결 작업의AWS Organizations 모음입니다. 적합성 팩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환경을 사
용자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는 기술 블로그는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
오.

• 기준: 계정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해당 계정의 청사진과 제어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설정 프로세스
는 블루프린트 배포의 일환으로 중앙 집중식 로깅 및 보안 감사 역할을 설정합니다. AWS Control Tower 
기준은 등록된 모든 계정에 적용하는 역할에 포함됩니다.

•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는 계정 내에 배포되는 인프라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일부 메타데이터를 캡슐화하
는 아티팩트입니다. 예를 들어,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AWS Control Tower 계정의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드리프트: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치 및 구성한 리소스의 변경입니다. 드리프트가 없는 리소스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비준수 리소스: 특정 탐지 제어를 정의하는AWS Config 규칙을 위반하는 리소스입니다.
• 공유 계정: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AWS Control Tower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세 개의 계정 중 하

나, 즉 관리 계정, 로그 아카이브 계정 및 감사 계정입니다. 설정 중에 로그 아카이브 계정과 감사 계정의 사
용자 지정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계정: 회원 계정은 AWS Control Tower 조직에 속합니다. 회원 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
록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OU에 등록된 계정과 등록되지 않은 계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
우:
• OU에서 활성화된 예방 제어는 등록되지 않은 계정을 포함하여 해당 OU 내의 모든 계정에 적용됩니다. 

이는 SCP에 대한 예방 통제가 계정 수준이 아니라 OU 수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의 서비스 제어 정책에 대한 상속을AWS Organizations 참조하십시오.

• OU에서 활성화된 탐지 제어는 등록되지 않은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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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은 한 번에 한 조직의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요금은 해당 조직의 관리 계정으로 청구됩니다. 
구성원 계정은 조직의 루트 컨테이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AWSAWS계정: 계정은 리소스 컨테이너 및 리소스 격리 경계 역할을 합니다. AWS계정은 청구 및 결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AWS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사용자 계정 (IAM 사용자 계정이라고도 함) 
과 다릅니다. Account Factory 프로비전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된AWS 계정은 계정입니다. AWS계정 등록 
또는 OU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 AWS Control Tower에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제어: 컨트롤 (가드레일이라고도 함) 은 전체 AWS Control Tower 환경에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
는 높은 수준의 규칙입니다. 각 컨트롤은 단일 규칙을 적용합니다. 예방 통제는 SCP를 통해 구현됩니다. 
Detective 제어는AWS Config 규칙으로 구현됩니다. 사전 예방적 제어는AWS CloudFormation 후크를 통
해 구현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Control Tower의 작동 방식 (p. 9)을 참조하세요.

• landing zone: 랜딩 존은 기본 계정, 계정 구조, 네트워크 및 보안 레이아웃 등을 포함하여 권장 시작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landing zone 존에서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워크로드를 배포
할 수 있습니다.

• 중첩된 OU: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중첩된 OU는 다른 OU에 포함된 OU입니다. 중첩된 OU는 정확히 
하나의 상위 OU를 가질 수 있으며 각 계정은 정확히 하나의 OU의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중첩된 OU는 계
층 구조를 생성합니다. 계층 구조의 OU 중 하나에 정책을 연결하면 해당 정책이 아래로 내려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OU 및 계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중첩된 OU 계층 구조는 최대 5개 
레벨일 수 있습니다.

• 상위 OU: 계층 구조에서 현재 OU 바로 위에 있는 OU입니다. 각 OU에는 정확히 하나의 상위 OU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위 OU: 계층 구조에서 현재 OU 아래에 있는 모든 OU 한 OU에는 여러 개의 하위 OU가 있을 수 있습니
다.

• OU 계층: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중첩된 OU의 계층 구조는 최대 5개 레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
첩 순서를 레벨이라고 합니다. 계층 구조의 맨 위는 레벨 1로 지정됩니다.

• 최상위 OU: 최상위 OU는 루트 자체가 아니라 루트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OU입니다. 루트는 OU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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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AWS Control Tower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활성화한AWS 서비스와 
landing zone 존에서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ccount Factory를 통
해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고 landing zone 존에서 추적되는 이벤트에AWS CloudTrail 대해 Service Catalog 
Catalog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와 관련된 요금 및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의 계정에서 임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AWS Config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요금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비용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계정 담당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와 함께AWS Config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면 을 참조하십시오를 통한 리소스 변경 모니터링AWS Config (p. 1017).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AWS CloudTrail 트레일을 구현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트레
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트레일도 함께 이용할 경우 중복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구 사항이 없는 한 외부 트레일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landing zone 설
정 또는 업데이트 중에 옵트인하기로 선택하면 AWS Control Tower가 관리 계정에서 조직 수준의 CloudTrail 
트레일을 설정하고 활성화합니다. CloudTrail 비용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비용 관리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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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AWS

설정
AWS Control Tower처음 사용하기 전에 이 섹션의 단계에 따라 계정을 만들고AWS Control Tower 관리AWS 
계정을 보호하세요. AWS Control Tower에 대한 추가 설정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시작하기 (p. 1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에 가입AWS
Amazon Web Services (AWS) 에 가입하면 를AWS 포함해 의 모든 서비스에AWS 계정이 자동으로 등록됩
니다AWS Control Tower. 이미 AWS 계정이 있다면 다음 작업으로 건너뛰세요. AWS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계정을 만드세요.

AWS계정의 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AWS 계정에 가입
AWS 계정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계정을 생성합니다.

AWS 계정에 가입

1. https://portal.aws.amazon.com/billing/signup을 엽니다.
2. 온라인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등록 절차 중 전화를 받고 전화 키패드를 사용하여 확인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에 가입하면 AWS 계정 루트 사용자가 생성됩니다. 루트 사용자에게는 계정의 모
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는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자 액
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루트 사용자만 사용하여 루트 사용자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AWS에서는 가입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확인 이메일을 보냅니다. 언제든지 https://aws.amazon.com/으로 이
동하고 내 계정(My Account)을 선택하여 현재 계정 활동을 보고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용자 생성
AWS 계정에 가입한 후 일상적인 태스크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 보호

1. 루트 사용자(Root user)를 선택하고 AWS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계정 소유자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AWS 로그인 User Guide의 루트 사용자로 로
그인을 참조하세요.

2. 루트 사용자에 대해 다중 인증(MFA)을 활성화합니다.

지침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계정 루트 사용자용 가상 MFA 디바이스 활성화(콘솔)를 참조하세요.

관리 사용자 생성

• 일상적인 관리 태스크의 경우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에서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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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다음 단계

지침을 보려면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를 
참조하세요.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인

•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생성할 때 이메일 주소로 전송
된 로그인 URL을 사용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로그인 사용 설명서의
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을 참조하세요.

계정을 위한 보안

AWS Control Tower계정 보안을 위한 모범 사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지침은AWS 
Organizations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사례

다음 단계
AWS Control Tower 시작하기 (p. 16)

15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getting-started.html
https://docs.aws.amazon.com/signin/latest/userguide/iam-id-center-sign-in-tutorial.html
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userguide/orgs_best-practices_mgmt-acct.html
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userguide/best-practices_member-acct.html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빠른 시작 가이드

AWS Control Tower 시작하기
이 시작 절차는 AWS Control Tower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준비가 되면 이 절
차를 따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약 30 분이 소요됩니다. 이 절차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과 세 가지 주요 단
계가 필요합니다.

현재AWS 고객이지만 AWS Control Tower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진행하기 전에 라는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계획하기 (p. 30) 섹션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
• AWS Control Tower 빠른 시작 가이드 (p. 16)
• 전제 조건: 관리 계정에 대한 자동 시작 전 검사  (p. 17)
• 1단계: 공유 계정의 이메일 주소 생성  (p. 18)
• landing zone 구성에 대한 기대치  (p. 19)
• 2단계. landing zone 구성 및 시작  (p. 20)
• 3단계. landing zone 검토 및 설정  (p. 24)
• 다음 단계 (p. 25)

AWS Control Tower 빠른 시작 가이드
처음 사용하는 경우 이 섹션의 단계에 따라 AWS Control Tower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AWS 
AWS Control Tower 환경을 즉시 사용자 지정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landing zone 구성 및 시작
 (p. 20).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아마존, Amazon S3AWS Config CloudWatch, 아마존 VPC와 같은
AWS CloudTrail 유료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요금 페이지에 표시된 대
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WS관리 콘솔에는 유료 서비스의 사용량과 발생한 비용이 표시됩
니다. AWS Control Tower 자체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설정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홈 지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홈AWS 리전은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실행하거나 대부분의 데이터를 저장할 리전입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홈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landing zone 설정을 위한 관리 팁  (p. 35).

Note

기본적으로 AWS Control Tower는 현재 계정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홈 리전으로 선택합니다. 
AWS관리 콘솔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현재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 절차에서는 AWS Control Tower 환경의 리소스에 대한 기본값을 수락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선택 항목 중 다수는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섹션에 몇 가지 일회성 선택 항목이 나열되어 landing 
zone 구성에 대한 기대치  (p. 19) 있습니다.

새AWS 계정을 생성하면 AWS Control Tower 설정에 필요한 사전 요구 사항을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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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출시 전 점검 

빠른 시작 단계

1. 관리자 사용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에서 AWS Control Tower 콘솔로 이동하십시오.
3. 원하는 거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landing zone 설정을 선택합니다.
5. 콘솔의 지침을 따르고 모든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계정의 이메일 주소, 로그 아카이브 계정 및 감사 계정

을 입력해야 합니다.
6. 선택 사항을 확인하고 landing zone 설정을 선택합니다.
7.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존의 모든 리소스를 설정하는 데 약 30분이 걸립니다.

환경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AWS Control Tower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몇 가지 주제의 절차를 읽고 따르십시오.

Note

처음 이용하는 고객인데 설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AWS지원팀에 문의하여 진단 지원을 받으십시
오.

전제 조건: 관리 계정에 대한 자동 시작 전 검사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기 전에 계정에서 일련의 시작 전 검사를 자동으로 실행합니
다. 이러한 점검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관리 계정이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는 변경 사항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기 전에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실행하는 점검입
니다.

• 에 대한 기존 서비스 한도는 AWS Control Tower를 시작하기에AWS 계정 충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제한 및 할당량 (p. 26)을 참조하세요.

• 다음AWS 서비스에AWS 계정 가입해야 합니다.
•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Amazon EC2)
• Amazon SNS
•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 AWS CloudFormation
• AWS CloudTrail
• 아마존 CloudWatch
• AWS Config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 AWS Lambda

Note

기본적으로 모든 계정은 이러한 서비스를 구독합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AM Identity Center) 고객을 위한 고려 사항
•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AM ID 센터) 가 이미 설정된 경우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이 IAM ID 센터 리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 IAM Identity Center는 조직의 관리 계정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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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1단계: 공유 계정의 이메일 주소 생성 

• 선택한 ID 소스에 따라 세 가지 옵션이 IAM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 적용됩니다.
•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스토어: AWS Control Tower 타워가 IAM Identity Center와 함께 설정된 경

우, AWS Control Tower 타워는 IAM ID 센터 디렉터리에 그룹을 생성하고 선택한 사용자에 대해 멤버 계
정에 이러한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 Active Directory: AWS Control Tower 타워용 IAM ID 센터가 Active Directory로 설정된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는 IAM ID 센터 디렉터리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새AWS 계정에 사용자나 그룹을 할
당하지는 않습니다.

•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 AWS Control Tower용 IAM Identity Center를 외부 ID 공급자 (IdP) 와 함께 설정
한 경우, AWS Control Tower는 IAM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 그룹을 생성하고 멤버 계정으로 선택한 
사용자에게 이러한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계정 생성 중에 Account Factory에서 외부 
IdP의 기존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AWS Control Tower는 IAM Identity Center와 외부 IdP 간에 동
일한 이름의 사용자를 동기화할 때 이 사용자에게 새로 판매된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외부 IdP에 그룹을 생성하여 AWS Control Tower의 기본 그룹 이름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그룹에 사용자를 할당하면 해당 사용자는 등록된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와 AWS Control Tower를 이용하는 자세한 방법은 을 참조하십시오.IAM ID 센터 계정 
및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p. 989)

AWS Config및AWS CloudTrail 고객에 대한 고려 사항
• 조직 관리 계정에서AWS Config 또는 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할 수AWS 계정 없습니다 

CloudTrail.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AWS Organization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려는 기존 계정에 기존AWS Config 레코더, 전송 채널 또는 집계 설정이 있
는 경우, landing zone 존을 설정한 후 계정 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구성을 수정하거나 제거해야 합
니다. 이 사전 점검은 landing zone 시작 시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 등록 (p. 128)을 참조하세요.

• AWS Control Tower의 계정에서 임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경우AWS Config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 계정을 등록하면 계정에 AWS Control Tower 조직의AWS CloudTrail 트레일
이 적용됩니다. 계정에 CloudTrail 트레일을 이미 배포한 경우,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기 전에 계정
에 대한 기존 트레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복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직 수준의 트레일 및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요금 (p. 13).

Note

시작 시 AWS Control Tower가 관리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 관리 계정에서AWS 보안 토큰 서비스 
(STS)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구성 프로세스에서 시작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공유 계정의 이메일 주소 생성
landing zone 존을 새로AWS 계정 설정하려는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설정 (p. 14).

• 새로운 공유 계정으로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려면 AWS Control Tower에 아직 연결되지 않은 두 개의 
고유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AWS 계정. 이러한 각 이메일 주소는 AWS Control Tower와 관련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 내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공동 작업함 (공유 이메일 계정) 으로 사용됩니다.

• AWS Control Tower를 처음 설정하는 경우 기존 보안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을 AWS Control Tower로 가
져오는 경우 기존AWS 계정의 현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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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landing zone 구성에 대한 기대치 

• 감사 계정 — 이 계정은 AWS Control Tower에서 제공하는 감사 정보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 팀을 위한 
계정입니다. 이 계정을 환경의 프로그래밍 방식 감사를 수행하여 규정 준수를 위해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
는 타사 도구의 액세스 지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로그 아카이브 계정 — 이 계정은 landing zone 존의 등록된 OU 내에 등록된 모든 계정의 모든 로깅 정보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 팀을 위한 계정입니다.

이러한 계정은 landing zone 존을 만들 때 보안 OU에 설정됩니다. 이러한 계정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적절
한 범위의 권한을 가진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Note

기존AWS 계정을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으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 계정이 몇 가지 사전 시작 
검사를 통과하여 리소스가 AWS Control Tower 요구 사항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러한 확인에 실패하면 landing zone 설정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에는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보안 계정 또는 로깅 계정을 가져올 때 고려할 사
항 (p. 119)을 참조하세요.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 사용 설명서에서는 항상 공유 계정을 기본 이름인 로그 아카이브와 감사로 지칭합
니다. 이 문서를 읽으면서 이러한 계정을 사용자 지정하려는 경우 처음에 이러한 계정에 지정한 사용자 지정 
이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된 이름으로 계정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AWS다중 계정 전략에 맞게 일부 AWS Control Tower 조직 단위 (OU) 의 기본 이름과 관련된 용어
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하는 동안 일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OU는 이전에는 코어 OU라고 불렸습니다. 샌드박스 OU는 이전에는 사용자 지정 
OU라고 불렸습니다.

landing zone 구성에 대한 기대치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특정 부분은 구성 가능합니다. 설정 후에는 다른 선택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정 중에 구성할 주요 항목

• 설정 중에 최상위 OU 이름을 선택할 수 있으며 landing zone 존을 설정한 후에 OU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
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상위 OU의 이름은 보안 및 샌드박스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잘 설계된 환경을 설정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p. 33)을 참조하세요.

• 설정 중에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하는 공유 계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로그 아카이브 및 감사라고 하
는 사용자 지정 이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설정 후에는 이러한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회성 작
업입니다.)

• 설정 중에 필요에 따라 AWS Control Tower의 기존AWS 계정을 지정하여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AWS 계정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계정에 기존 리소스가 있는 경우 먼저 기존
AWS Config 리소스를 삭제해야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AWS Config (이는 일
회성 작업입니다.)

• 처음 설정하거나 landing zone 버전 3.0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에서 조직 수준의
AWS CloudTrail 트레일을 설정하도록 허용할지, 아니면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트레일을 옵트
아웃하고 자체 CloudTrail 트레일을 관리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조직 수준의 트레일을 옵트인하거나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 landing zone 설정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Amazon S3 로그 버킷과 로그 액세스 버킷에 대한 사용자 지정 보
존 정책을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 멤버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이전에 정의된 블루프
린트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청사진이 없는 경우 나중에 계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으로 계정 사용자 지정 (p. 140)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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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취소할 수 없는 구성 선택

• landing zone 존을 설정한 후에는 홈 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VPC로 Account Factory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VPC CIDR은 생성된 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2단계. landing zone 구성 및 시작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홈 리전을 결정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landing zone 설정을 위한 관리 팁  (p. 35)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배포한 후 홈 리전을 변경하려면 서비스 해체 및AWS 지원 
부서의 Support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는 landing zone 실행을 위한 API나 프로그래밍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콘솔에서 
landing zone 존을 구성하고 실행하려면 다음 일련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준비: AWS Control Tower 콘솔로 이동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에서 AWS Control Tower 콘솔로 이
동합니다.

2. 콘솔에서 원하는 홈 리전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landing zone 설정을 선택합니다.

단계 2a입니다. AWS지역 검토 및 선택
홈AWS 지역으로 선택한 지역을 올바르게 지정했는지 확인하세요. AWS Control Tower를 배포한 후에는 홈 
리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정 프로세스의 이 섹션에서는 필요한AWS 지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더 많은 지역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에서 지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추가AWS 지역을 선택하려면

1. 패널에는 현재 지역 선택이 표시됩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열어 거버넌스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지역 목
록을 확인하세요.

2. 각 지역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거버넌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홈 지역 
선택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려면

특정AWS 지역의AWS 리소스 및 워크로드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려면 지역 거부 제어 섹션에서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의 설정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단계 2b. 조직 단위 (OU) 를 구성하세요
이러한 OU의 기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를 계속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OU 이
름을 변경하려면 양식 필드에 새 이름을 직접 입력합니다.

• 기본 OU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처음에 보안 OU로 이름이 지정된 기본 OU를 사용합니다. 초기 설
정 중이나 이후에 OU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 OU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OU에는 기본적
으로 로그 아카이브 계정과 감사 계정이라고 하는 두 개의 공유 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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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OU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사용자를 위해 하나 이상의 추가 OU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에 보안 OU 외에 하나 이상의 추가 OU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추가 OU가 
개발 프로젝트용인 경우 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을 Sandbox OU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잘 설계된 환경
을 설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p. 33). AWS Organizations에 기존 OU가 이미 있는 경우 AWS Control 
Tower에서 추가 OU 설정을 건너뛰는 옵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계 2c. 공유 계정, 로깅 및 암호화 구성
설정 프로세스의 이 섹션에는 공유 AWS Control Tower 계정의 이름에 대한 기본 선택 항목이 패널에 표시됩
니다. 이러한 계정은 landing zone 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유 계정을 이동하거나 삭제하지 마십
시오. 설정 중에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 사용자 지정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AWS 계정
을 공유 계정으로 지정하는 일회성 옵션도 있습니다.

로그 아카이브 및 감사 계정에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이전에 관리 계정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선택하여 편집 가능한 기본값을 변경합니다.

공유 계정 정보

• 관리 계정 —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은 루트 레벨의 일부입니다. 관리 계정은 AWS Control Tower 
결제를 허용합니다. 계정에는 landing zone 존에 대한 관리자 권한도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결제 및 관리자 권한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관리 계정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는 이 설정 단계에서 편집할 수 없습니다. 확인 메시지로 표시되므로 계정
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올바른 관리 계정을 편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공유 계정 — 이 두 계정에 대해 사용자 지정 이름을 선택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각 계정에 대해 새 계정 또는 기존 계정에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
서 새 공유 계정을 생성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메일 주소에 연결된AWS 계정이 없어야 합니다.

공유 계정을 구성하려면 요청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콘솔에서 처음에 로그 아카이브 계정이라고 불렸던 계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많은 고객이 이 계정의 
기본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2. 이 계정의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처음에 감사 계정이라고 불렸던 계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많은 고객이 이를 보안 계정이라고 선택합니

다.
4. 이 계정의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로그 보존 구성 (선택 사항)
이 설정 단계에서 AWS Control Tower에AWS CloudTrail 로그를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의 로그 보존 정
책을 일 또는 년 단위로 최대 15년까지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보존을 사용자 지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 설정은 표준 계정 로깅의 경우 1년, 액세스 로깅의 경우 10년입니다. 이 기능은 landing zone 존을 업데
이트하거나 수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Trail트레일 구성 (선택 사항)
모범 사례로서, 로깅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조직 수준의 CloudTrail 트레일을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허용하려면 옵트인을 선택하십시오. 자체 CloudTrail 트레일 또는 타사 로깅 도구를 사
용하여 로깅을 관리하려면 옵트아웃을 선택하십시오. 콘솔에서 선택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선택
을 확인하십시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 선택을 변경하고 조직 수준의 트레일을 선택하거나 옵트
아웃할 수 있습니다.

조직 수준 및 계정 수준 CloudTrail 트레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자체 트레일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중복 CloudTrail 트레일을 설정하면 CloudTrail 이벤트가 기록될 때 중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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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구성AWS KMS keys
AWS KMS암호화 키로 리소스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기존 키가 있는 경우 드롭다
운 메뉴에 표시된 식별자에서 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reate a key (키 만들기) 를 선택하여 새 키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KMS 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설정을 선택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사전 점검을 수행하여 KMS 키를 검증합니다. 키
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활성화됨
• 대칭
• 다중 리전 키 아님
• 정책에 올바른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 키는 관리 계정에 있습니다.

키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오류 배너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키를 선택하거
나 키를 생성하십시오. 다음 섹션의 설명에 따라 키의 권한 정책을 편집해야 합니다.

KMS 키 정책 업데이트
KMS 키 정책을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KMS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의 키 정책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에서 KMS 키를 사용하려면AWS Config 및 에 필요한 최소 권한을 추가하여 기본 KMS 
키 정책을 업데이트해야AWS CloudTrail 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모든 정책에 필요한 최소 권한을 포함하도
록 권장합니다. KMS 키 정책을 업데이트할 때 단일 JSON 명령문 또는 한 줄씩 그룹으로 권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암호화를AWS Config 허용하고 암호화에 사용할AWS KMS 정책 설명을 추가하여AWS KMS 
콘솔에서 기본 KMS 키 정책을 CloudTrail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정책 문 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 YOUR-MANAGEMENT-ACCOUNT-ID—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설치될 관리 계정의 ID.
• YOUR-HOME-REGION—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설정할 때 선택할 홈 지역.
• YOUR-KMS-KEY-ID— 정책과 함께 사용될 KMS 키 ID

KMS 키 정책을 업데이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kms에서 AWS KMS 콘솔 열기
2. 탐색 창에서 고객 관리형 키를 선택합니다.
3. 테이블에서 편집하려는 키를 선택합니다.
4. 키 정책 탭에서 키 정책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키 정책을 볼 수 없는 경우 정책 보기로 전환을 선택

하십시오.
5. 편집을 선택하고 및 에 대한AWS Config 다음 정책 설명을 추가하여 기본 KMS 키 정책을 CloudTrail 업

데이트합니다.

AWS Config정책 성명서

{ 
    "Sid": "Allow Config to use KMS for encryption",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onfig.amazonaws.com" 
    },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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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arn:aws:kms:YOUR-HOME-REGION:YOUR-MANAGEMENT-ACCOUNT-ID:key/YOUR-KMS-
KEY-ID"
}

CloudTrail 정책 성명서

{ 
    "Sid": "Allow CloudTrail to use KMS for encryption",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 
    "Action": [ 
        "kms:GenerateDataKey*", 
        "kms:Decrypt" 
    ], 
    "Resource": "arn:aws:kms:YOUR-HOME-REGION:YOUR-MANAGEMENT-ACCOUNT-ID:key/YOUR-KMS-
KEY-ID",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rn": "arn:aws:cloudtrail:YOUR-HOME-REGION:YOUR-MANAGEMENT-
ACCOUNT-ID:trail/aws-controltower-BaselineCloudTrail" 
        }, 
        "StringLike": { 
            "kms:EncryptionContext:aws:cloudtrail:arn": "arn:aws:cloudtrail:*:YOUR-
MANAGEMENT-ACCOUNT-ID:trail/*" 
        } 
    }
}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KMS 키 정책 예시

다음 예제 정책은 필요한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AWS Config 정책 설명을 추가한 후 KMS 키 정책이 어떻게 
CloudTrail 보일지 보여줍니다. 예제 정책에는 기본 KMS 키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Version": "2012-10-17", 
    "Id": "CustomKMSPolicy", 
    "Statement": [ 
        { 
        ... YOUR-EXISTING-POLICIES ... 
        }, 
        { 
            "Sid": "Allow Config to use KMS for encryption",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onfig.amazonaws.com" 
            },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arn:aws:kms:YOUR-HOME-REGION:YOUR-MANAGEMENT-ACCOUNT-ID:key/YOUR-
KMS-KEY-ID" 
        }, 
        { 
            "Sid": "Allow CloudTrail to use KMS for encryption",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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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 
            "Action": [ 
                "kms:GenerateDataKey*", 
                "kms:Decrypt" 
              ], 
            "Resource": "arn:aws:kms:YOUR-HOME-REGION:YOUR-MANAGEMENT-ACCOUNT-ID:key/YOUR-
KMS-KEY-ID",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rn": "arn:aws:cloudtrail:YOUR-HOME-REGION:YOUR-MANAGEMENT-
ACCOUNT-ID:trail/aws-controltower-BaselineCloudTrail" 
                }, 
                "StringLike": { 
                    "kms:EncryptionContext:aws:cloudtrail:arn": "arn:aws:cloudtrail:*:YOUR-
MANAGEMENT-ACCOUNT-ID:trail/*" 
                } 
            } 
        } 
    ]
} 
                     

다른 예제 정책을 보려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사용 설명서에서 암호화 권한 부여하기AWS CloudTrail.
• AWS Config개발자 안내서의 KMS 키 (서비스 연결 RoleS3 버킷 전송 사용 시) 에 필요한 권한입니다.

공격자로부터 보호

다른AWS 서비스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공격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역할 신뢰 관계를 위한 선택적 조건 (p. 86). 정책에 특정 조건을 추가하면 특정 유
형의 공격 (예: 혼동된 대리인 공격이라고 함) 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개체가 권한 수준이 더 높은 엔티티에게 서비스 간 사칭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책 조건에 대한 일반 정보는 을 참조하십시오정책에서 조건 지정 (p. 1003).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를 사용하면 다중 리전 KMS 키와 비대칭 키를 생성할 수 있지만 
AWS Control Tower는 다중 리전 키 또는 비대칭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기존 
키의 사전 검사를 수행합니다. 다중 지역 키 또는 비대칭 키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서 사용할 다른 키를 생성하십시오.

에 대한AWS KMS 자세한 내용은 AWS KMS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고객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SSE-S3 사용으로 암호화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사용자 지정 회원 계정 구성 및 생성
Create Account 워크플로를 따라 멤버 계정을 추가할 때,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된 멤버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이전에 정의한 블루프린트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청사진이 없는 경우 나중에 계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으로 계
정 사용자 지정 (p. 140)를 참조하세요.

3단계. landing zone 검토 및 설정
설정의 다음 섹션에서는 AWS Control Tower가 landing zone 존에 필요한 권한을 보여줍니다. 확인란을 선
택하여 각 항목을 확장합니다. 여러 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에 동의하고 전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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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려면

1. 콘솔에서 서비스 권한을 검토하고 준비가 되면 AWS Control Tower에서 나를 대신하여AWS 리소스를 
관리하고 규칙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권한을 이해합니다를 선택합니다.

2. 선택을 완료하고 출시를 초기화하려면 landing zone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 일련의 단계를 통해 landing zone 설정 프로세스가 시작되며 완료하는 데 약 3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AWS Control Tower는 루트 레벨, 보안 OU 및 공유 계정을 생성합니다. 다른AWS 리소스는 
생성, 수정 또는 삭제됩니다.

SNS 구독 확인

감사 계정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는 AWS Control Tower에서 지원하는 모든AWS 지역의 AWS알
림 — 구독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감사 계정에서 규정 준수 이메일을 받으려면 AWS Control 
Tower에서 지원하는 각AWS 지역의 각 이메일에서 구독 확인 링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이제 landing zone 존이 설정되었으니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권장되는 관리 방법은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 특정 역할 및 권한을 가진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및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은  그룹, 역

할 및 정책 설정을 위한 권장 사항  (p. 3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AWS Organizations배포에서 조직 및 계정 등록을 시작하려면 기존 조직 및 계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최종 사용자는 Account Factory를 사용하여 landing zone 존에서 자신의AWS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계정 구성 및 프로비저닝을 위한 권한 (p. 133)을 참조하세요.
• 이를 위해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는 Log Archive 계정에서 로그 아카이브를 검토하고 지정된 타사 감사자는 

Security OU의 구성원인 감사 (공유) 계정의 감사 정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AWS Control Tower에 대한 
규정 준수 확인 (p. 1010)

•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련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선별된 YouTube 동영상 목록을 방문해 보

십시오.
• 때때로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백엔드 업데이트와 최신 컨트롤을 받고 landing zone 존

을 유지해야 할 수 up-to-date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구성 업데이트 관
리 (p. 40)을 참조하세요.

•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문제 해결 (p. 1046).

Important

계정의 루트 사용자에 대해 아직 MFA를 활성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활성화하십시오. 루트 사용자를 
위한 모범 사례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의 루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 를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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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제한 및 
할당량

이 장에서는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AWS 서비스 제한 사항 및 할당량에 대해 
설명합니다. 서비스 할당량 문제로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문의하세요 AWS Support.

Control Control제어 제한 (p. 27) To

AWS Control Tower
이 섹션에서는 AWS Control Tower의 알려진 제한 사항 및 지원되지 않는 사용 사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는 전반적인 동시성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한 작업만 허용됩니
다. 이 제한에는 두 가지 예외가 허용됩니다.
• 선택적 컨트롤은 비동기 프로세스를 통해 동시에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호출하든 

API에서 호출하든 관계없이 한 번에 최대 10개의 제어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동기 프로세스를 통해 계정을 동시에 프로비저닝, 업데이트 및 Account Factory에 등록할 수 있으며 

계정 관련 작업을 최대 5개까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리 취소는 한 번에 한 계정씩 실행해
야 합니다.

• 보안 OU에 있는 공유 계정의 이메일 주소는 변경할 수 있지만,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OU에는 OU당 다섯 (5) 개의 SCP로 제한됩니다.
• 300개 이상의 직접 중첩된 계정이 있는 기존 OU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수 없

습니다.
• 옵트인 리전을 포함하여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는 22개 상용 리전이 모두 활성화되면 거버넌

스를 OU로 확장할 때 조직 단위 (OU) 당 계정 수에 대한 상한선이 줄어듭니다. 최대 계정은 300개가 아닌 
220개 계정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StackSet 한계 때문입니다. 220개 이상의 계정을 가진 OU로 거버넌스
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 활성화된 지역 수를 줄이십시오.

• cFCt는 옵트인 리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어 API를 호출하여 제어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의 동시 작

업EnableControl 및DisableControl 업데이트는 10개로 제한됩니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코
드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AWS지원팀에 문의하여 AWS Control Tower의 일부 리소스에 대한 한도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10개의 동시 계정 관련 작업 중 5에서 제한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AWS Control Tower 
성능 특성은 한도 증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U에 계정이 더 많으면 OU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
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는 SCP가 다섯 명인 OU에서 작업을 완료하는 데 SCP가 세 명일 때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 한도 증가 요청 자동화

이 동영상 (7:24) 에서는 AWS Control Tower의 배포에 대한 서비스 한도 증가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또한 조직의AWS Enterprise Support에 새 계정을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동영상 오른
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중첩된 OU 관리에 대한 비디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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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제한

이 환경에서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때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사용하여 지정된AWS 지역에서 서비스 한도 
증가에 대한 자동 요청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제어 제한
SCP와 같은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Config 레코더 또는 애그리게이터와 같은AWS 
Config 리소스를 제거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더 이상 컨트롤이 설계된 대로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 계정 환경의 보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AWS공동 책임 보안 모델은 이러한 변경 사
항에 적용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 컨트롤의 SCP를 표준 구성으로 재설정하
여 환경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CP에 적용한 변경 사항은 설계상 표준 버전의 제
어로 대체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일부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할 수AWS 리전 있는 특정 지
역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필수 기본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은 Security 
Hub 서비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의 특정 탐지 제어, 특정 사전 예방 제어 및 특정 제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별 가용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서비스 목록 설명서 및 Security Hub 제어 참조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가 리전 및 컨트롤의 제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옵트인 리전용 리전용 리전용 리전용 (p. 113).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각 컨트롤의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옵트인AWS 지역은 Security Hub 서비스 관리 표준에 속하는 컨트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CFCT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ap-east-1
• 아시아 태평양 (ap-southeast-3
• 아시아 태평양 (ap-northeast-3
• 유럽 (eu-south-1
• 아프리카 (ap-south-1
• 중동 (eu-south-1

다음 표에는 특정AWS 지역에서 지원되지 않는 16개의 탐지 컨트롤이 나와 있습니다.

제어 식별자 지원되지 않는 지역

AWS-
GR_AUTOSCALING_LAUNCH_CONFIG_PUBLIC_IP_DISABLED

ap-northeast-3

AWS-
GR_REDSHIFT_CLUSTER_PUBLIC_ACCESS_CHECK

ap-northeast-3

AWS-
GR_LAMBDA_FUNCTION_PUBLIC_ACCESS_PROHIBITED

ap-northeast-3

AWS-GR_EMR_MASTER_NO_PUBLIC_IP ap-북동쪽-3, ap-남동쪽-3, af-남쪽-1, eu-남쪽-1

AWS-
GR_EBS_SNAPSHOT_PUBLIC_RESTORABLE_CHECK

ap-northea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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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식별자 지원되지 않는 지역

AWS-GR_NO_UNRESTRICTED_ROUTE_TO_IGW ap-northeast-3

AWS-
GR_SAGEMAKER_NOTEBOOK_NO_DIRECT_INTERNET_ACCESS

ap-북동쪽-3, ap-남동쪽-3, af-남쪽-1, eu-남쪽-1

AWS-GR_EC2_INSTANCE_NO_PUBLIC_IP ap-northeast-3

AWS-GR_EKS_ENDPOINT_NO_PUBLIC_ACCESS ap-northeast-1, us-west-1

AWS-GR_ELASTICSEARCH_IN_VPC_ONLY ap-northeast-3

AWS-GR_RESTRICTED_SSH ap-북동쪽-3, ap-남동쪽-3, af-남쪽-1, eu-남쪽-1

AWS-GR_DMS_REPLICATION_NOT_PUBLIC ap-북동쪽-3, ap-남동쪽-3, af-남쪽-1, eu-남쪽-1

AWS-GR_RDS_SNAPSHOTS_PUBLIC_PROHIBITED ap-북동쪽-3, ap-남동쪽-3, af-남쪽-1, eu-남쪽-1

AWS-
GR_SUBNET_AUTO_ASSIGN_PUBLIC_IP_DISABLED

ap-northeast-3

AWS-GR_ENCRYPTED_VOLUMES ap-북동쪽-3, ap-남동쪽-3, af-남쪽-1, eu-남쪽-1

AWS-GR_RESTRICTED_COMMON_PORTS ap-북동쪽-3, ap-남동쪽-3, af-남쪽-1, eu-남쪽-1

AWS할당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일반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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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관리자를 위한 모
범 사례

이 주제는 주로 관리 계정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 계정 관리자는 AWS Control Tower 제어로 인해 회원 계정 관리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일부 작업을 설명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이전하기 위한 몇 가지 모범 사례 및 절차를 설명하고, 
AWS Control Tower 환경을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타 팁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설명
AWS Control Tower 콘솔은 관리 계정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만 
landing zone 내에서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에 따르면 이는 대다수의 사용자 및 회원 계
정 관리자가 AWS Control Tower 콘솔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 계정 관리자 그룹의 구성원으
로서 회원 계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 정보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 landing zone 내에서 사용자와 관리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AWS 리소스를 설명하세요.
• 각 OU (조직 단위) 에 적용되는 예방 제어 항목을 나열하면 다른 관리자가 그에 따라AWS 워크로드를 계획

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액세스 설명
일부 관리자 및 기타 사용자는 landing zone 내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AWS 리소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액세스에는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와 콘솔 기반 액세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WS 리소스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액세스는 허용됩니다. 내에서AWS 작업을 수행하려면 사용자가 작업을 수
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AWS개발자와 같은 일부 사용자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액세스 권한이 있는 리소스에 대해 알
아야 할 수 있습니다. AWS서비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사용자와 같은 다른 사용자는 landing 
zone 내의AWS 리소스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AWS는 사용자의AWS 리소스 액세스 범위를 식별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범위를 식별한 후
에는 조직의 정보 관리 정책에 따라 해당 정보를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AWS액세스 어드바이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액세스 어드바이저 도구를 사용
하면 사용자, 역할 또는 그룹과 같은 IAM 개체가AWS 서비스를 호출한 마지막 타임스탬프를 분석하여 개
발자가 보유한 권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액세스를 감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을 제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보안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 IAM 정책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IAM 정책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IAM 기반 및 리소스 기반 정책을 테스
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정책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IAM 정책 테스트를 참
조하십시오.

• AWS CloudTrail로그 —AWS CloudTrail 로그를 검토하여 사용자, 역할 또는 사용자가 수행한 작업을 확인
할 수AWS 서비스 있습니다. 에 대한 CloudTrail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관리자가 수행한 작업은 landing zone 관리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
성원 계정 관리자 및 사용자가 수행한 작업은 공유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활동 페이지에서 AWS Control Tower 이벤트의 요약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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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제어에 대한 설명
예방 제어를 통해 조직의 계정이 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제어 상태는 강제 실행
또는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방 제어는 서비스 제어 정책 (SCPs) 을 사용하여 정책 위반을 방
지합니다. 이에 비해 탐지 컨트롤은 정의된AWS Config 규칙을 통해 존재하는 다양한 이벤트 또는 상태를 알
려줍니다.

AWS개발자와 같은 일부 사용자는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계정과 OU에 적용되는 
예방 제어에 대해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조직의 정보 관리 정책에 따라 적합한 사용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Note

이 절차에서는 landing zone 내에 최소 한 명의 하위 OU와 한 명 이상의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자를 이미 생성했다고 가정합니다.

알아야 하는 사용자를 위한 예방 제어 기능 보여주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에서 AWS Control Tower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조직을 선택합니다.
3. 표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컨트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OU 중 하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OU의 이름과 이 OU에 적용되는 컨트롤을 기록해 둡니다.
5. 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각 OU에 대해 앞의 두 단계를 반복합니다.

컨트롤과 해당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의 Control 
To (p. 203).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계획하기
설정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AWS Control Tower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된 주요 리소스, 즉 landing zone 존을
시작합니다. 랜딩 존은 조직 및 해당 계정의 홈 역할을 합니다.

Note

조직당 하나의 랜딩 영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계획하고 설정할 때 따라야 할 몇 가지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
오AWS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위한 다중 계정 전략 (p. 32).

AWS Control Tower 설정 방법

기존 조직에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거나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이 포함
된 새 조직을 생성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 시작 (p. 31): 이 섹션은 AWS Control Tower에서 거버넌스를 도입
할AWS Organizations 준비가 되어 있는 기존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 새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 시작 (p. 32): 이 단원은 기존 AWS Organizations, OU 및 계정이 없는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Note

이미AWS Organizations landing zone 존이 있는 경우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기존 landing 
zone 존에서 조직 내 기존 OU 및 계정의 일부 또는 전체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직 및 계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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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비교
다음은 기존 조직에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추가하는 것과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OU 및 계
정으로 확장하는 것 간의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또한AWS 랜딩 존 솔루션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로 이동하는 경우 몇 가지 특별한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기존 조직에 추가 정보: 기존 조직에 AWS Control Tower를 추가하는 작업은AWS 콘솔 내에서 수행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AWS Organizations 서비스에서 생성한 조직이 이미 있고 해당 조직이 현재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landing zone 존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조직에 landing zone 존을 추가하면 AWS Control Tower는 해당AWS Organizations 레벨에서 parallel 
구조를 설정합니다. 기존 조직 내의 OU 및 계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 확장에 대해: 거버넌스 확장은 AWS Control Tower에 이미 등록된 단일 조직 내의 특정 OU 및 계정
에 적용됩니다. 즉, 해당 조직에 landing zone 존이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버넌스를 확장한다는 것은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이 해당 등록 조직 내의 특정 OU 및 계정에 해당 제약이 적용되도록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새 landing zone 존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현재 landing zone 존만 확장하
는 것입니다.

Important

특별 고려 사항: 현재 AWSLanding Zone 솔루션 (ALZ) 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를 활성화하기 전에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에게 문의하십시오.AWS Organizations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현재 landing zone 배포를 방해할 수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는 사전 검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 연습 ALZ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로 이동 (p. 1031)을 참조하세요. 또한 한 랜딩 영역에서 다른 landing zone 존으로 계정을 이동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계정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요? (p. 124)

기존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 시작
기존 조직에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기존AWS Organizations 환경과 parallel 즉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에 생성된 다른AWS Organizations OU는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지 않
았으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OU 및 계정은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기존 조직의 관리 계정을 관리 계정으로 사용하여 통합합니다. 새 관리 계정은 필요하
지 않습니다. 기존 관리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Note

기존 조직에 AWS Control Tower를 설정하려면 서비스 한도에 따라 최소 두 개의 추가 계정을 생성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조직에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추가할 때의 효과

AWS Control Tower는 조직에 감사 계정과 로깅 계정이라는 두 개의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계정은 팀
이 수행한 작업을 개별 최종 사용자 계정에 기록합니다.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은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보안 OU에 표시됩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추가한 계정이 기존AWS Organizations 계정의 일부가 
되므로 기존 조직에 대한 청구에 포함됩니다.

기능 요약
기존AWS Organizations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를 활성화하면 조직에 몇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제공
됩니다.

31

http://aws.amazon.com/solutions/implementations/aws-landing-zone/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새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 시작

• AWS Control Tower에서 추가한 계정은 기존 조직의 일부가 되므로 조직 그룹 전체에서 통합 결제가 가능
합니다.

• OU에 있는 하나의 관리 계정에서 모든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및 신규 계정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포함하는 제어를 적용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간소화합니다.

Important

기존AWS Organizations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시작한다고 해서 해당 조
직의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OU 또는 계
정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기존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를 시작하려면 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따르십시오AWS Control Tower 시
작하기 (p. 16).

AWS Control Tower가 기존AWS Organizations 조직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
십시오AWS Control Tower 타워로 조직 및 계정을 관리하세요 (p. 191).

새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 시작
AWS Control Tower를 처음 사용하고 작업해 본 적이 없다면 설명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설정 (p. 14) 좋
습니다.AWS Organizations

AWS Control Tower는 조직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조직을 설정합니다.

AWS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위한 다
중 계정 전략

AWS Control Tower 고객은 종종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AWS 환경과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구합니다. AWS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비롯한AWS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
중 계정 전략이라는 통합된 권장 사항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Control Tower는 다른AWS 서비스와 함께 작동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계층 역할을 하므
로 계정 및 계정에 대한AWSAWS 다중 계정 권장 사항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AWS Organizations 됩니다. 
landing zone 존이 설정되면 AWS Control Tower는 여러 계정과 워크로드에서 기업 정책 및 보안 관행을 유
지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착륙 지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합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조직 단위 
(OU) 및 계정 수가 증가함에 따라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AWS Control 
Tower 배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AWS 다중 계정 전략에 맞춰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계획 및 설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규범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조직 단위의 모범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를 사용한 조직 단위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AWS 
Organizations.

AWS다중 계정 전략: 모범 사례 지침
AWS잘 설계된 환경을 위한 모범 사례에서는 리소스와 워크로드를 여러AWS 계정으로 분리할 것을 권장합
니다. 계정은 격리된 리소스 컨테이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에서는 워크로드를 분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폭발 반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AWS계정의 정의

AWS계정은 리소스 컨테이너 및 리소스 격리 경계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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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계정은 페더레이션 또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을 통해 설정된 사용자 
계정과 다릅니다.

AWS계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AWS계정은 리소스를 격리하고AWS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계정
은 또한 워크로드 환경의 청구 및 거버넌스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AWS계정은 워크로드에 리소스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기본 구현 메커니즘입니다. 환경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여러AWS 계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여러 워크로드와 환경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잘 설계된 환경을 설정합니다. 또한 여러 계정으로AWS Organizations 확장될 수 
있는 환경 변경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AWS 계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잘 설계된 환경의 정의

AWS잘 설계된 환경을 착륙 landing zone 시작하는 환경으로 정의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landing zone 존을 제공합니다. 환경 내 여러 계정에 걸쳐 기
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어를 적용합니다.

landing zone 존의 정의

landing zone 존은 기본 계정, 계정 구조, 네트워크 및 보안 레이아웃 등을 포함하여 권장 시작점을 제공
하는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landing zone 존에서 솔루션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잘 설계된 환경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AWS 계정
• 여러 조직 단위 (OU)
• 잘 계획된 구조

여러 AWS 계정 사용

하나의 계정으로는 잘 설계된 환경을 설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계정을 사용하면 보안 목표와 비
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중 계정 접근 방식을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이점
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 제어 — 애플리케이션은 서로 다른 보안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제어 정책 및 메커니즘
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자와 상담하여 결제 카드 산업 (PCI)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단일 계정을 
가리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 격리 — 계정은 보안 보호 단위입니다. 잠재적 위험 및 보안 위협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계정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계정을 서로 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프로필이 서로 다른 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러 팀 — 팀은 서로 다른 책임과 리소스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계정을 설정하면 같은 계정
을 사용할 때처럼 팀이 서로 간섭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격리 — 데이터 저장소를 계정으로 격리하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격리는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높은 데이터의 무단 노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격리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규정 준수를 지원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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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프로세스 — 사업부 또는 제품은 목적과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별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결제 — 계정은 결제 수준에서 이체 요금 등을 포함하여 항목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중 
계정 전략은 사업부, 부서 팀 또는 개별 사용자 간에 별도의 청구 가능 항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할당량 할당 —AWS 할당량은 계정별로 설정됩니다. 워크로드를 여러 계정으로 분리하면 각 계정 (예: 프
로젝트) 에 잘 정의된 개별 할당량이 부여됩니다.

여러 조직 단위 사용

AWS Control Tower 및 기타 계정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계정 경계를 넘나드는 변경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AWS 모범 사례는 잠재적으로 환경을 손상시키거나 보안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교차 계정 변경
을 다룹니다. 경우에 따라 변경은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덕션 
계정과 스테이징이라는 두 개 이상의 필수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및 제어를 위해AWS 계정을 조직 단위 (OU) 로 그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U는 여러 계정
의 정책 적용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소한 프로덕션 환경과는 별개의 제어 및 정책을 사용하여 프로덕션 환경과는 구별되는 사전 프로덕션 (또
는 스테이징)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덕션 및 스테이징 환경을 별도의 OU로 생성 및 관리하고 별
도의 계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테스트를 위해 샌드박스 OU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의 OU를 위해 잘 계획된 구조를 사용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일부 OU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워크로드와 요구 사항이 
확장되면 기존 landing zone 구성을 필요에 맞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Note

예제에 제공된 이름은 다중 계정AWS 환경을AWS 설정하기 위한 제안된 명명 규칙을 따릅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한 후 OU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편집을 선택하여 OU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권장 사항

AWS Control Tower에서 첫 번째 필수 OU인 보안 OU를 설정한 후에는 landing zone 존에 몇 가지 추가 OU
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샌드박스 OU라는 추가 OU를 하나 이상 생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OU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용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landing zone 생성 중에 
샌드박스 OU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설정할 수 있는 두 개의 권장 OU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 서비스 및 네트워킹 계정을 포함하는 인프라 
OU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포함하는 OU (워크로드 OU라고 함) 입니다. 조직 단위 페이지의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해 landing zone 존에 OU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정된 OU 이외의 권장 OU

• 인프라 OU - 공유 서비스 및 네트워킹 계정을 포함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인프라 OU를 자동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 샌드박스 OU — 소프트웨어 개발 OU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 지출 한도가 있거나 프로덕션 네트워크에 연

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는 샌드박스 OU를 설정할 것을 권장하지만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landing zone 구성의 일부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워크로드 OU -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계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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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사용자를 위해 워크로드 OU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한 프로덕션 스타터 조직을 참조하십시오.

완전한 다중 계정 OU 구조를 갖춘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예
AWS Control Tower는 중첩된 OU 계층 구조를 지원하므로 조직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계층적 OU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WS다중 계정 전략 지침에 맞게 AWS Control Tower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능이 우수하고AWS 다중 계정 지침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평평한 OU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계
층적 OU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AWS다중 계정 지침과 함께 확장된 플랫 AWS Control Tower 환경의 OU 세트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보려면 예제: 플랫 OU 구조의 워크로드를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중첩된 OU 구조와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을 참조하십시
오AWS Control Tower의 중첩된 OU (p. 193).

• AWS Control Tower가AWS 지침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aper, 여러 계정을 사용한
AWS 환경 구성AWS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된 페이지의 다이어그램은 더 많은 기본 OU와 더 많은 추가 OU가 생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OU는 대규모 배포에 필요한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기본 OU 열에는 기본 구조에 두 개의 OU가 추가되었습니다.

• Security_Prod OU — 보안 정책을 위한 읽기 전용 영역과 깨진 유리 보안 감사 영역을 제공합니다.
• 인프라 OU — 이전에 권장했던 인프라 OU를 Infrastructure_Test (사전 프로덕션 인프라용) 와 

Infrastructure_Prod (프로덕션 인프라용) 라는 두 개의 OU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OU 영역에는 기본 구조에 OU가 몇 개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이 성장함에 따라 생성해야 하는 
다음 권장 OU입니다.

• 워크로드 OU — 이전에는 권장되었지만 선택 사항이었던 워크로드 OU가 Workloads_Test (사전 프로덕션 
워크로드용) 와 Workloads_Prod (프로덕션 워크로드용) 라는 두 개의 OU로 분리되었습니다.

• PolicyStaging OU — 시스템 관리자가 제어 및 정책을 완전히 적용하기 전에 변경 내용을 테스트할 수 있
습니다.

• 일시 중단된 OU —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었을 수 있는 계정을 위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루트 정보
루트는 OU가 아닙니다. 관리 계정과 조직 내 모든 OU 및 계정을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개념적으로 루트에는 
모든 OU가 포함됩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 내 루트 수준에서는 등록된 계정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대신 OU 내에 등록된 계정을 관리하세요. 유용한 다이어그램은AWS Organization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anding zone 설정을 위한 관리 팁
• 가장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AWS 지역은 거주 지역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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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userguide/orgs_getting-started_concepts.html
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userguide/orgs_getting-started_concepts.html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그룹, 역할 및 정책 설정을 위한 권장 사항 

•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고 홈 리전 내에서 Account Factory 계정을 배포하세요.
• 여러AWS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클라우드 리소스가 대부분의 클라우드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워크로드를 

실행할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워크로드와 로그를 동일한AWS 지역에 보관하면 여러 지역에서 로그 정보를 이동하고 검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사 및 기타 Amazon S3 버킷은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시작한 동일한AWS 리전에 생성됩니다. 이러

한 버킷은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Log Archive 계정에서 직접 로그 버킷을 만들 수 있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만

든 버킷은 그대로 두세요.
• Amazon S3 액세스 로그는 소스 버킷과 동일한AWS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 시작 시 AWS Control Tower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 관리 계정에서AWS 보안 토큰 서비스 (STS) 

엔드포인트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구성 프로세스에서 시작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설치가 실패하므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태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모든 계정에 대해 다중 인증 (MFA) 을 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VPC에 대한 고려 사항

• AWS Control TowerAWS 리전 타워에서 생성한 VPC는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로 제한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지역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일부 고객은 Account Factory 계정으로 생성
된 VPC 비활성화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Service Catalog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새 VPC를 만들거나 필
요한 지역에서만 실행되는 사용자 지정 VPC 만드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VPC는 모두를 위해 생성되는 기본 VPC와 다릅니다AWS 계정.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지원되는 리전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AWS Control Tower VPC 
생성할 때 기본 VPC 삭제합니다.

• 홈AWS 리전에서 기본 VPC를 삭제하는 경우 다른AWS 모든 리전에서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룹, 역할 및 정책 설정을 위한 권장 사항
랜딩 존을 설정할 때 특정 계정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와 그 이유에 대해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계정에는 보안 팀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 계정에는 클라우드 관리자 팀만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식입니다.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AWS Control Tower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
리 (p. 994).

권장 제한 사항

관리자가 AWS Control Tower 작업만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 또는 정책을 설정하여 조
직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이 권장됩니
다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역할이 활성화되면 관리자는 AWS Control Tower 타워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방 통제 및 SCP를 관리하기AWS Organizations 위한 적절한 액세스 권한과 탐지 통제 관리
를 위한 액세스 권한을 각 계정에AWS Config 포함시키세요.

랜딩 존에서 공유 감사 계정을 설정할 때 해당 AWSSecurityAuditors 그룹을 계정의 타사 감사자에게 할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룹은 멤버에게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감사자의 업무 분리 요구 사항 준
수를 위반할 수 있으므로 계정에는 감사 중인 환경에 대한 쓰기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역할 신뢰 정책에 조건을 적용하여 AWS Control Tower의 특정 역할과 상호 작용하는 계정 및 리소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므로AWSControlTowerAdmin 역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역할 신뢰 관계를 위한 선택적 조건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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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리소스 생성 및 수정 지침
AWS Control Tower에서 리소스를 생성하고 수정할 때 다음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가 업
데이트될 경우 이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침

• 관리 계정 또는 공유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가 생성한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
러한 리소스를 수정하려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거나 OU를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조직 단위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OU) 의 공유 계정 내에 생성된 (IAM) 역할을 수정
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역할을 수정하려면 랜딩 영역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AWS Control Tower에서 만든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공유 계정이란 무엇입니
까? (p. 3).

• SCP나AWS Security Token Service (AWS STS)AWS 리전 를 통한 사용을 금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
면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됩니다. 가 있는AWS STS 지역을 허용하지 않
으면 해당 지역에서 인증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컨트롤에 
표시된 대로 AWS Control Tower 거부 기능의 지역을 사용하십시오요청된AWS 리전에AWS 따라 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 (p. 952).

• AWS OrganizationsFullAWSAccessSCP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SCP와 병합되어서는 안 됩니
다. 이 SCP에 대한 변경은 드리프트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될 경
우 일부 변경 사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AWS Control Tower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SCP가 분리되거나 수정되면 계정이AWS Config 레코더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거나 CloudTrail 로깅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AWS Control Tower는 한 번에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며, 이 작업을 완료해야 다른 작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을 활성화하는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일 때 계정을 프로비전하려고 하
면 계정 프로비저닝이 실패합니다.

예외:
•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면 선택적 예방 및 탐지 제어를 배포할 수 있는 동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선택적 제어를 위한 동시 배포 (p. 207)를 참조하세요.
• AWS Control Tower에서는 계정 팩토리를 통해 최대 10개의 동시 계정 생성, 업데이트 또는 등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액티브AWS Config 레코더를 유지하세요. Config 레코더를 삭제하면 탐정 컨트롤이 드리프트를 감지하고 

보고할 수 없습니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는 규정 준수로 보고될 수 있습니
다.

• 구성원 계정에서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등록되지 않은 계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 이러한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거나 해당 계정의 직계 상위 OU
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AWS OrganizationsDisableAWSServiceAccessAPI를 사용하여 landing zone 존을 설정한 조직에 대한 
AWS Control Tower 서비스 액세스를 끄지 마십시오. 이 경우 특정 AWS Control Tower 드리프트 탐지 기
능이 의 메시징 지원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AWS Organizations. 이러한 드리프트 탐지 
기능은 AWS Control Tower가 조직 내 조직 단위, 계정 및 컨트롤의 규정 준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APIAPI_DisableAWSServiceAccess 참조를 참조하
세요.

계정 및 OU에 대한 팁

• 등록된 각 OU를 최대 300개 계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를 위한 새 지역을 구성할 
때와 같이 계정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마다 OU 재등록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 OU를 등록할 때 필요한 시간을 줄이려면 OU당 계정 수가 300개로 제한되더라도 OU당 계정 수를 150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OU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해당 OU가 운영되는 지역 
수에 해당 OU의 계정 수를 곱한 값에 따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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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 150개 계정이 있는 OU는 등록 및 제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약 2시간, 다시 등록하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컨트롤이 많은 OU는 컨트롤이 거의 없는 OU보다 등록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 OU를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프로세스가 다른 작업을 차단한
다는 점입니다. 일부 고객은 각 OU에 더 많은 계정을 허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OU를 등록하거나 다시 등
록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
특정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의 어카운트 팩토리에
서AWS 계정 생성한 계정에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을 수행하려면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계정 이름, 루트 사용자 암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특정 계정 설정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또는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해 어카운트 팩토리 계정 업데이트 및 이전AWS Service 
Catalog (p. 134)을 참조하세요.

• AWSSupport 플랜을 변경하거나 활성화하려면
• AWS 계정를 닫으려면
• 루트 사용자 로그인 자격 증명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Account Management참조 안내

서의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이 필요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1. AWS로그인 페이지를 엽니다.

액세스가 필요한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AWS Control Tower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AWS 계정 관리 
계정의 콘솔을 열고 계정을 선택한 다음 이메일 주소를 찾습니다.

2. 액세스가 필요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Next] 를 선택합니다.AWS 계정
3. Forgot password?(암호 찾기)를 선택하여 암호 재설정 지침을 루트 사용자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4. 루트 사용자 메일박스에서 암호 재설정 이메일 메시지를 열고 지침에 따라 암호를 재설정합니다.
5. AWS로그인 페이지를 연 다음 재설정된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AWS Organizations 지침
• AWS Organizations설명서에서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 및 멤버 계정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관리 계정의 모범 사례
• 멤버 계정의 모범 사례

• AWS ControlAWS Organizations Tower에 등록된 OU에 연결된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컨트롤이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landing zone 존을 복구하거나 AWS 
Control Tower에 OU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대신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SCP를 편집하는 대
신 새 SCP를 생성하여 OU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된 개인 계정을 등록된 OU 외부에서 AWS Control Tower로 옮기면 드리프트가 발생하므로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 거버넌스 드리프트 유형 (p. 180)를 참조하세요.

•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된 조직 내에서 계정을 생성, 초대 또는 이전하는AWS Organizations 데 사용
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해당 계정을 등록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SSO를 통해 이러한 계정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멤버 계정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 OU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조직으로 옮기는AWS Organizations 데 사용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외부 OU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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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ntrol TowerAWS Organizations 타워는 권한 필터링을 처리하는 방식과 다르게 처리합니다.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로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면 최종 사용자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모
든 OU의 이름과 상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이름과 상위 OU를AWS Organizations 직접 검색할 권
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AWS Control Tower는 조직에 대한 혼합 권한 (예: OU의 상위 항목은 볼 수 있지만 OU 이름은 볼 수 없음)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WS Control Tower 관리자는 전체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 AWS OrganizationsFullAWSAccessSCP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며 다른 SCP와 병합되어서는 안 됩니
다. 이 SCP에 대한 변경은 드리프트로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될 경
우 일부 변경 사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AWS Control Tower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SCP가 분리되거나 수정되면 계정이AWS Config 레코더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되거나 CloudTrail 로깅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AWS OrganizationsDisableAWSServiceAccessAPI를 사용하여 landing zone 존을 설정한 조직에 대한 
AWS Control Tower 서비스 액세스를 끄지 마십시오. 이 경우 특정 AWS Control Tower 드리프트 탐지 기
능이 의 메시징 지원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AWS Organizations. 이러한 드리프트 탐지 
기능은 AWS Control Tower가 조직 내 조직 단위, 계정 및 컨트롤의 규정 준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APIAPI_DisableAWSServiceAccess 참조를 참조하
세요.

IAM Identity Center
• 자격 증명 소스를 기반으로 AWS Control Tower가 IAM Identity Center와 연동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는 본 사용 설명서의 시작 전 점검 섹션에서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고객을 위한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의 동작이 IAM Identity Center 및 다양한 자격 증명 소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 사용 설명서의 자격 증명 소스 변경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 및 IAM ID 센터를 사용하는 방법에사용자 및 액세스를 통한 관리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p. 988)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Account Factory 지침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의 문제 해결
섹션을새 계정 프로비저닝 실패 (p. 1047) 참조하십시오.

IAM 사용자 대신 페더레이션 사용자 또는 IAM 역할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더레이션 사용자 및 IAM 
역할은 임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IAM 사용자는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장기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자격 증명 (사용자, 그룹 및 역할) 을 참조하세요.

Account Factory에서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거나 계정 등록 기능인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때 IAM 
사용자 또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 인증되면 사용자가AWS Service Catalog 포트폴리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의 문제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시작 경로를 찾을 수 없음 
오류 (p. 1050).

Note

한 번에 최대 5개의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SNS 주제 구독에 대한 지침
• aws-controltower-AllConfigNotificationsSNS 주제는 규정 준수 알림 및 Amazon 이벤트 알림

을AWS Config 포함하여 에서 게시한 모든 CloudWatch 이벤트를 수신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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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APIReference/API_DisableAWSServiceAccess.html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getting-started-prereqs.html#sso-considerations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manage-your-identity-source-considerations.html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manage-your-identity-source-considerations.html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troubleshooting.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html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troubleshoo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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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 키에 대한 지침

제어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이벤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 주제
를 구성할 때 게시되는 내용에 AWS Config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aws-controltower-BaselineCloudTrail트레일의 데이터 이벤트는aws-controltower-
AllConfigNotifications SNS 주제에도 게시되도록 설정됩니다.

• 자세한 규정 준수 알림을 받으려면aws-controltower-AllConfigNotifications SNS 주제를 구독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모든 자녀 계정의 규정 준수 알림을 집계합니다.

• 드리프트 알림 및 기타 알림과 규정 준수 알림을 수신하되 전체적으로 알림 수를 줄이려면aws-
controltower-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 SNS 주제를 구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오류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AFT 리포지토리에 
표시된 라는 aft_failure_notificationsSNS 주제를 구독하면 됩니다. 예시:

resource "aws_sns_topic" "aft_failure_notifications" { 
    name = "aft-failure-notifications" 
    kms_master_key_id = "alias/aws/sns"
}

SNS 주제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드리프트 방지 및 알림 (p. 211).

KMS 키에 대한 지침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Key Management Service (AWS KMS) 과 함께 작동합니다.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암호화 키로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려는 경우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습
니다AWS KMS keys.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KMS 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체 
KMS 키를 사용하고 수시로 키를 변경하는 것을 모범 사례로 권장합니다.

AWS KMS다중 지역 KMS 키와 비대칭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AWS Control Tower는 다중 지역 키 
또는 비대칭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기존 키의 사전 검사를 수행합니다. 다중 
지역 키 또는 비대칭 키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에서 사용할 다른 키를 생성하십시오.

AWSCloudHSM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고객의 경우: CloudHSM 클러스터와 연결된 사용자 지정 키 스토어를 
생성하십시오. 그런 다음 생성한 CloudHSM 사용자 지정 키 스토어에 있는 KMS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KMS 키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KMS 키가 AWS Control Tower에서 작동하도록 하려면 KMS 키의 권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라는 섹션을 참조하십시오KMS 키 정책 업데이트 (p. 22).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구성 업데이트 관리
landing zone 존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 팀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가 패치 및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잠재적인 규정 준수 문제로부
터 landing zone 존을 보호하려면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 팀 구성원이 드리프트 문제가 감지되고 보고되는 즉
시 해결해야 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콘솔은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업데이트 옵
션이 보이지 않는다면 landing zone 존이 이미 최신 상태인 것입니다.

다음 표에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업데이트 릴리스 목록과 각 릴리스의 설명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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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config/latest/developerguide/notifications-for-AWS-Config.html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trail/latest/userguide/logging-data-events-with-cloudtrail.html?icmpid=docs_cloudtrail_console#logging-data-events
https://github.com/aws-ia/terraform-aws-control_tower_account_factory/blob/0f2caea57e37a1a58dc305e2f342e9c28aeb9c41/modules/aft-account-request-framework/sn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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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Version 릴리스 날짜 설명

3.1 2-09-2023 랜딩 존 버전 3.1 (p. 1058)

3.0 7-26-2022 랜딩 존 버전 3.0 (p. 1062)

2.9 4-22-2022 랜딩 존 버전 2.9 (p. 1067)

2.8 2-10-2022 랜딩 존 버전 2.8 (p. 1067)

2.7 4-8-2021 랜딩 존 버전 2.7

2.6 12-29-2020 랜딩 존 버전 2.6

2.5 11-18-2020 랜딩 존 버전 2.5

2.4 없음 없음

2.3 3-5-2020 랜딩딩 존 2.3번

2.2 11-13-19 랜딩딩 존 2.2입니다.

2.1 6-24-19 랜딩 존 버전 2.1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landing zone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의 이점

• 관리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로그 보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거부 컨트롤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 AWSKMS 암호화 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직 수준의 CloudTrail 트레일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landing zone 드리프트를 (p. 180) 해결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면 AWS Control Tower의 최신 기능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landing zone 설
정 페이지에서 현재 랜딩 존 버전을 확인하세요.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면 사용하지 않는AWS ID 센터 (이전 명칭AWS SSO) 매핑을 지울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필드 노트: AWS Control Tower 업그레이드 시 자동으로 미사용 IAM ID 센터 매핑 지우기
를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 및 수리를 위한 전제 조건 — 요청자 지불 끄기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거나 복구하기 전에 Log Archive 계정의 Amazon S3 로깅 버킷에 요
청자 지불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 또는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능을 꺼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로깅 버킷을 설정하면 이 기능이 활성화되
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자 지불 기능을 이후에 활성화한 고객만 이 기능을 꺼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요청자 지불 버킷에 대한 Amazon S3 버킷 정책 CloudTrail 및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
거버넌스 변화를 수정하거나 새 버전의 AWS Control Tower로 이동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AWS 
Control Tower를 완전히 업데이트하려면 먼저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한 다음 등록된 계정을 개별적으
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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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2021-all.html#version-2.7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January-June-2020.html#config-aggregator-12-2020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January-June-2020.html#region-expansion-11-19-20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January-June-2020.html#Available_in_Sydney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January-December-2019.html#Version-2-2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userguide/January-December-2019.html#Version-2-1
http://aws.amazon.com/blogs/architecture/field-notes-clear-unused-aws-sso-mappings-automatically-during-aws-control-tower-upgrades/
http://aws.amazon.com/blogs/architecture/field-notes-clear-unused-aws-sso-mappings-automatically-during-aws-control-tower-upgrades/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trail/latest/userguide/create-s3-bucket-policy-for-cloudtrail.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userguide/RequesterPaysBucke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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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 영역 업데이트

• landing zone 업데이트: 랜딩 존 설정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이 유형의 업데이트가 가장 자주 수
행됩니다. 특정 유형의 드리프트를 복구하려면 랜딩 영역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Repair(복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개별 계정 업데이트: 연결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특정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한 경우 계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계정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계정 페이지에 계정 상태가 업데이트 가능으로 표시
됩니다.

단일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계정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계정은 수동 
프로세스나 OU 재등록 (Re-Register OU) 을 선택하거나 이 페이지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자동화된 스크
립팅 방식을 사용하여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 전체 업데이트: 전체 업데이트에서는 먼저 랜딩 영역을 업데이트한 후 등록된 OU에 있는 등록된 모든 계
정을 업데이트합니다. 2.9, 3.0 등과 같은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새 릴리스에서는 전체 업데이트가 필
요합니다.

랜딩 영역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랜딩 존 설정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랜딩 존 설정 페이지는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의 왼쪽 내비게이션에서 랜딩 존 설정을 선택하
면 됩니다.

landing zone 설정 페이지에는 랜딩 존의 현재 버전이 표시되며 사용 가능한 모든 업데이트 버전이 나열됩니
다.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업데이트 버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ote

또는 랜딩 존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사용하든 수동 프로세스를 사용
하든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랜딩 영역의 수동 업데이트만 수행하려면 아래 
1단계와 2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수동 업데이트
다음 절차에서는 AWS Control Tower를 수동으로 전체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개별 계정을 업데
이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콘솔에서 계정 업데이트 (p. 135).

OU당 계정 수에 관계없이 landing zone 존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home/update 에서 AWS Control 
Tower 콘솔로 이동합니다.

2. 마법사의 정보를 검토하고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landing zone 존의 백엔드와 공유 계정
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30 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구성원 계정을 업데이트합니다 (300개 이상의 계정을 포함하는 OU의 경우 이 절차를 따라야 함).
4. 왼쪽 탐색 창에서 조직을 선택합니다.
5. 각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에 나와 있는 단계를 따르십시오콘솔에서 계정 업데이트 (p. 135).

선택적으로 OU를 다시 등록하여 계정을 업데이트하십시오.

계정이 300개 미만인 등록된 AWS Control Tower OU의 경우 대시보드의 OU 페이지로 이동하여
OU 재등록을 선택하여 해당 OU의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수리 및 재등록을 통한 드리프트 해결
드리프트는 사용자와 조직 구성원이 landing zone 존을 사용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드리프트 감지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SCP의 자동 스캔은 이러한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이나 구성 업데이트가 필요한 리소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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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대부분의 드리프트 유형을 복구하려면 랜딩 존 설정 페이지에서 복구를 선택합니다. 또한 OU 재등록을
선택하여 일부 유형의 드리프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유형 및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거버넌스 드리프트 유형 (p. 180) 및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
결 (p. 177).

역할 이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수리 사례가 하나 발생합니다. 필요한 역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콘솔에 경
고 페이지와 역할 복원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표시됩니다. 역할 드리프트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landing 
zone 존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드리프트 수리는 전체 landing zone 수리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라
는 섹션의 필수 역할 삭제 안 함을 참조하십시오즉시 수리해야 하는 드리프트 유형 (p. 179).

Note

landing zone 존을 완전히 복구하면 landing zone 존이 최신 landing zone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됩니
다.

자동화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AWS Control Tower에서 개별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를 통해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고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개요 (p. 154)을 참조
하세요.

•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을 통해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의 사용자 지정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
례 사례 사례  (p. 57)을 참조하세요.

• 스크립트 자동화: API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 Service Catalog Catalog의 AP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
여 계정을 업데이트한 다음AWS CLI 일괄 프로세스로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각 계정에 대해 
Service Catalog UpdateProvisionedProductAPI를 호출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계정을 하나씩 업
데이트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을 추가할 때 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인 새AWS 지역의 가드레일 활성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5개의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정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계
정 업데이트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이 많은 경우 프로세스가 오래 걸릴 수 있지
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 Service Catalog API를 통한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계정 프로비저닝 자동화 (p. 103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비디오 안내

비디오 안내 (p. 1034)는 스크립트를 통한 자동 계정 프로비저닝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 단계는 계정 업데이트에도 적용됩니다. UpdateProvisionedProductAPI 대신 API
를ProvisionProduct 사용하세요.

스크립트를 통한 자동화의 또 다른 단계는 AWS Control TowerUpdateLandingZone 수명 주기 이벤트
의 Succeve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트리거로 사용하여 비디오에 설명된 대로 개별 계정 업데이트
를 시작하십시오.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일련의 활동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하므로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landing zone 업데이트가 완료된 것입니다. 계정 업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랜딩 영역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명 주기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내용도 참조하십시오.

• AWS CloudShell작업에 사용AWS Control Tower (p. 45).
• AWS Control Tower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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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많은 고객이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 프로비저닝, 제어 할당 및 감사와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음과 같은 호출을 통해 이러한 자동화된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AWS Service Catalog API
• AWS Organizations API
• AWS Control Tower
• 더AWS CLI

이관련 정보 (p. 1054) 페이지에는 AWS Control Tower에서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훌륭한 
기술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의 작업 자동화에 도움이 되는 영역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제어 작업 자동화

AWS Control Tower API를 통해 제어 (가드레일이라고도 함) 적용 및 제거와 관련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
시오. AWS Control Tower는 조직 단위에 사전 정의된 제어 기능인 API를 공개합니다.

자동 계정 폐쇄

AWS OrganizationsAPI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회원 계정의 폐쇄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통해 AWS Control Tower 회원 계정을 폐쇄합니다.AWS Organizations (p. 139)을 참조하세
요.

자동화된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커스터마이징 (AFC) 을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블루
프린트라고 하는 사용자 지정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
세스는 단일 청사진을 설정한 후 파이프라인을 유지 관리하지 않고도 새 계정을 만들고 계정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화됩니다.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계정 프로비저닝 
및 계정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GitOps 모델을 따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p. 149)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CFCT) 에 대한 사용자 지정은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하고
AWS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지정 기능은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및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에서 구현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의 사용자 지정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p. 57)을 참조하세요.

자동화된 계정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동영상은 연습: AWS Control Tower의 자동화된 계정 프로
비저닝 및 IAM 역할을 사용한 자동 프로비저닝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별 계정 업데이트도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래밍 방식의 계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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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Shell 및 AWS CLI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계정을 감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감사 계정의 프로그
래밍 역할 및 신뢰 관계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작업 자동화

자동화된 요청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AWS Control Tower 서비스 할당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다음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한도 증가 자동화.

자동화 및 통합 사용 사례를 다루는 기술 블로그는 자동화 및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보안과 관련된 특정 자동화 작업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오픈 소스 샘플이 제공됩니다. GitHub

• aws-control-tower-org-setup-sample이라는 샘플은 보안 관련 서비스의 위임된 관리자로 감사 계정을 자동
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aws-control-tower-account-라는 샘플은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할 때 Step Functions Functions를 
사용하여 보안 모범 사례를 자동화하는 방법을setup-using-step-functions 보여줍니다. 이 샘플에는 조직 
공유AWS Service Catalog 포트폴리오에 보안 주체를 추가하고 조직 전체의AWS IAM Identity Center 그
룹을 새 계정에 자동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서 기본 VPC를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에는 AWS Control Tower와 관련된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코드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규범 지침 페이지 및 관련 GitHub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십시오.

AWSCLI에서의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AWS CloudShellAWS 서비스인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Shell 및AWS CLI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는 를 위한AWS Organizations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이므로 API 및AWS CLI를 통해 다른 
많은AW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AWS CloudShell작업에 사용AWS Control Tower
AWS CloudShellAWS은 브라우저 기반의 사전 인증된 셸로, 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AWS 명령줄 도구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셸 (Bash 
PowerShell 또는 Z 셸) 에서AWS CLI 명령AWS Control Tower 및 기타AWS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Shell에서 실행하면 콘솔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는 데 사용한AWS 자격 증명을 
새 셸 세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및 기타AWS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때는 구성 자격 
증명 입력을 건너뛸 수 있으며 셸의 컴퓨팅 환경에 사전 설치된AWS CLI 버전 2를 사용하게 됩니다.에서 사
전 인증을 받았습니다AWS CloudShell.

에 대한 IAM 권한 취득AWS CloudShell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관리자가 IAM 사용자 및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
을 부여할 수 있는 액세스 관리 리소스를 제공합니다AWS CloudShell.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AWS관리형 정책은 에서 생성 및 관리하는 독립적인AWS 정책입니다. 다음AWS 관리형 정책을 IAM ID에 연
결할 CloudShell 수 있습니다.

• AWSCloudShellFullAccess: 모든 기능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AWS CloudShell

IAM 사용자 또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
우AWSCloudShellFullAccess 관리형 정책을 템플릿으로AWS CloudShell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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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사용과의 상호 작용AWS CloudShell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서 CloudShell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의 AWS CloudShellIAM 정책을 통한AWS CloudShell 액세스 및 사용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Note

IAM ID에는 통화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AWS Control Tower.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콘솔 사용에 필요한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사용과의 상호 작용AWS 
CloudShell
AWS CloudShell에서 실행한 후 명령줄 인터페이스에서 즉시 상호AWS Control Tower 작용을 시작할 수 있
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명령은 표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CloudShell.

Note

AWS CLI에서 사용할AWS CloudShell 경우 추가 리소스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
다. 은 셸 내에서 이미 인증되었으므로 호출하기 전에 자격 증명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시AWS CloudShell

• 에서AWS Management Console 탐색 표시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옵션을 CloudShell 선택하여 실
행할 수 있습니다.

• CloudShell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검색 상자에 'cloudshell'을 입력하기 시작한 다음 CloudShell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제 CloudShell 시작했으니 작업에 필요한AWS CLI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AWS Control Tower. 예
를 들어,AWS Config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돕기AWS CloudShell 위해 사용AWS Control Tower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landing zone 존의 홈 리전에 로그인하고 landing zone 
존이 포함된 관리 계정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또는 IAM 사용자로 로그인해
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1. 다음은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구성을 시작하기 전에 에서AWS ConfigAWS CloudShell CLI 
명령을 사용하여 컨피그레이션 레코더 및 전송 채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AWS Config상태 확인하기

보기 명령:

• aws configservice describe-delivery-channels
• aws configservice describe-delivery-channel-status
• aws configservice describe-configuration-recorders
• The normal response is something like "name": "default"

2. AWS Control Tower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기 전에 삭제해야 하는 기존AWS Config 레코더 또는 전송 
채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AWS Config 리소스 관리

삭제 명령:

• aws configservice stop-configuration-recorder --configuration-recorder-
name NAME-FROM-DESCRIBE-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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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nfigservice delete-delivery-channel --delivery-channel-name NAME-
FROM-DESCRIBE-OUTPUT

• aws configservice delete-configuration-recorder --configuration-recorder-
name NAME-FROM-DESCRIBE-OUTPUT

Important

AWS Config의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리소스가 손실되면
AWS Control Tower 일관성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구성 레코더 관리(AWS CLI)
•

전송 채널 관리
3. 이 예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거나AWS CloudShell 비활성화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AWS CLI 명령을 보여줍니다AWS Organizations. 신뢰할AWS Control Tower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
하거나 비활성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예시일 뿐입니다.AWS Organizations 하지만 에서 작업을 자
동화하거나 사용자 지정하는 경우 다른AWS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
성화해야 할 수AWS Control Tower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액세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 aws organizations enable-aws-service-access
• aws organizations disable-aws-service-access

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 생성AWS CloudShell

다음 예에서는 를AWS CloudShell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을 만든 다음 PutObject메서드를 사용하여 코
드 파일을 해당 버킷의 객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지정된AWS 리전에 버킷을 만들려면 명령줄에 다음 CloudShell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s3api create-bucket --bucket insert-unique-bucket-name-here --region us-east-1

호출이 성공하면 명령줄에 다음 출력과 비슷한 서비스의 응답이 표시됩니다.

{ 
    "Location": "/insert-unique-bucket-name-here"
}

Note

버킷 이름 지정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 소문자만 사용) 다음 오류가 표시됩니다. 
CreateBucket 작업 호출 시 오류 발생 (InvalidBucketName): 지정된 버킷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2. 파일을 업로드하고 방금 생성한 버킷에 객체로 추가하려면PutObject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aws s3api put-object --bucket insert-unique-bucket-name-here --key add_prog --body 
 add_prog.py

객체가 Amazon S3 버킷에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면 명령줄에 다음 출력과 비슷한 서비스의 응답이 표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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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g": "\"ab123c1:w:wad4a567d8bfd9a1234ebeea56\""}

ETag는 저장된 객체의 해시입니다. Amazon S3에 업로드된 객체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생성

AWS Control Tower는 리소스 및 인프라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AWS 리
소스를 모델링하고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인 AWS CloudFormation과 통합됩니다. 필요한 모든
AWS 리소스를AWS::ControlTower::EnabledControl 저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
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닝 AWS CloudFormation해당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합
니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할 때 템플릿을 재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일관되고 반복적으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한 번 설명한 후 여러 AWS 계정 및 리전에서 동일한 리소스를 반복적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및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AWS Control Tower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구성하려면 AWS CloudFormation 템
플릿을 이해해야 합니다. 템플릿은 JSON 또는 YAML로 서식 지정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템플릿은 AW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프로비저닝할 리소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JSON 또는 YAML에 익숙하지 않은 경
우 AWS CloudFormation Designer를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에서 AWS CloudFormation Designer이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AWS::ControlTower::EnabledControl (리소스 제어) 을 
지원합니다AWS CloudFormation. 에 대한 JSON 및 YAML 템플릿의 예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
은 AWS CloudFormation사용 설명서 에서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유형 참조를 참조하세
요.AWS::ControlTower::EnabledControl

Note

의EnableControl 및DisableControl 업데이트는 동시 작업 10개로 제한됩니다.AWS Control 
Tower

CLI 및 콘솔에 대한 몇 가지AWS Control Tower 예를 보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제어 기능 활성화AWS 
CloudFormation (p. 53).

AWS CloudFormation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AWS CloudForma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 AWS CloudFormation
•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
• AWS CloudFormation API 참조
• AWS CloudFormation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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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및 컨트롤용 리소스 식별자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각 컨트롤에는 제어 API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가 있습니다. 각 컨
트롤의 식별자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컨트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API ControlIdentifier 필드에 
표시됩니다. 이 식별자는 컨트롤의 분류 시스템인 ControlID 필드와 다릅니다.

다음 목록에는 선택적 데이터 레지던시 컨트롤을 포함하여 AWS Control Tower가 소유한 (레거시) 강력히 권
장되는 선택, 예방 및 탐지 컨트롤의API controlIdentifier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필수 컨트롤은 제어 
API로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제어 식별자 보기

에 대한사전 예방적 제어 (p. 228) 제어 식별자 및 기타 세부 정보를 보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제
어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API 제어식별자 필드에서 식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식별자 형식 예시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자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Security Hub 예제 API 제어 식별자:arn:aws:controltower:us-east-1::control/
OOTDCUSIKIZZ

• 레거시 제어 예제 API 제어 식별자:arn:aws:controltower:us-east-1::control/AWS-
GR_LOG_GROUP_POLICY

• 사전 제어 예제 API 제어 식별자:arn:aws:controltower:us-east-1::control/
EHSOKSSMVFWF

다음 목록의 각 항목은 에서 설명한 것처럼 AWS Control Tower에서 소유한 이러한 개별 (레거시)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 역할을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p. 213) 합니
다.

선택적 컨트롤에 대한 명칭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감사_버킷_암호화_활성화됨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감사_버킷_로깅_활성화됨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감사_버킷_정책_변경_금지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감사_버킷_보존_정책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IAM_User_MFA_Enabled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MFA_Enabled_IAM_콘솔_액세스용_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RISTRICT_S3_크로스_리전_리플리케이션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제한_S3_삭제_MFA 없이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S3_버전 관리_활성화됨

데이터 레지던시 제어를 위한 지정 (선택 사항)

• ARN:AWS:컨트롤 타워:지역: :컨트롤/AWS-GR_서브넷_자동_할당_퍼블릭_IP_비활성화
• ARN:AWS:컨트롤 타워:지역: :컨트롤/AWS-GR_오토스케일링_런치_구성_퍼블릭_IP_비활성화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Disallow_Cross_Region_네트워킹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금지_VPC_인터넷 액세스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VPN_연결 차단하기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DMS_복제_비공개
• ARN:AWS:컨트롤 타워:지역: :제어/AWS-GR_EBS_스냅샷_공개_복원 가능_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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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EC2_인스턴스_공개_IP 없음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EKS_엔드포인트_퍼블릭_액세스 권한 없음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엘라스틱 서치_인_VPC_전용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EMR_Master_no_Public_IP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람다_기능_공개_액세스_금지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없음 (무제한 경로 없음) -IGW 도착 경로
• ARN:AWS:컨트롤 타워:지역: :컨트롤/AWS-GR_레드시프트_클러스터_퍼블릭_액세스_체크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S3_계정_레벨_공개_액세스_차단_주기적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SageMaker_노트북_다이렉트_인터넷_액세스 불가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SSM_문서_비공개

강력히 권장되는 컨트롤에 대한 명칭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암호화된 볼륨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EBS_최적화_인스턴스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EC2_볼륨_사용 중_확인
• ARN:AWS:컨트롤 타워:지역: :컨트롤/AWS-GR_RDS_인스턴스_퍼블릭_액세스_체크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RDS_스냅샷_공개_금지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제어/AWS-GR_RDS_스토리지_암호화됨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제한_공통_포트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Restricted_SSH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제한_루트_사용자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제한_루트_사용자_액세스_키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루트_계정_MFA_Enabled
• ARN: AWS:컨트롤 타워:지역: :컨트롤/AWS-GR_S3_버킷_공개_읽기_금지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S3_버킷_공개_쓰기_금지
• ARN: AWS: 컨트롤 타워: 지역: :컨트롤/AWS-GR_Detect_CloudTrail_활성화됨_회원_계정에서 활성화됨

AWS Control Tower API로 변경할 수 없는 컨트롤
다음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API를 사용하여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지역 거부 제어
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 제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수 컨트롤은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지역 거부 컨트
롤은 콘솔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 AWS-GR_지역_거부
• AWS-GR_감사_버킷_삭제_금지됨
• AWS-GR_감사_버킷_공개_읽기_금지됨
• AWS-GR_감사_버킷_공개_쓰기_금지됨
• AWS-GR_클라우드 트레일_변경_금지됨
• AWS-GR_클라우드트레일_클라우드워치_로그_지원
• AWS-GR_클라우드트레일_지원
• AWS-GR_클라우드 트레일_검증_지원
• AWS-GR_클라우드워치_이벤트_변경_금지됨
• AWS-GR_구성_집계_인증_정책
• AWS-GR_구성_집계_변경_금지됨
• AWS-GR_구성_변경_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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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GR_구성_지원
• AWS-GR_구성_규칙_변경_금지됨
• AWS-GR_CT_감사_버킷_암호화_변경_금지됨
• AWS-GR_CT_감사_버킷_라이프사이클_구성_변경_금지됨
• AWS-GR_CT_감사_버킷_로깅_구성_변경_금지됨
• AWS-GR_CT_감사_버킷_정책_변경_금지됨
• AWS-GR_IAM_역할_변경_금지됨
• AWS-GR_람다_변경_금지됨
• AWS-GR_로그_그룹_정책
• AWS-GR_SNS_변경_금지됨
• AWS-GR_SNS_구독_변경_금지됨
• 공유된 계정에서 AWS-GR_보장_클라우드트레일_활성화됨

OU 식별자 찾기
OU 및 해당 리소스의 리소스 식별자를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정의한 리소스 유형을 참조하
십시오AWS Organizations.

OU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Note

제어 상태 및 상태 정보는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API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컨
트롤의 상태를 보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컨트롤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제어 API 예제 예제 예제 예제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각 컨트롤에는 제어 API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가 있습니다. 각 컨
트롤의 식별자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컨트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API ControlIdentifier 필드에 
표시됩니다. 이 식별자는 컨트롤의 분류 시스템인 ControlID 필드와 다릅니다.

Note

계정이나EnableControl OU에서 호출하면 를 통해ListEnabledControls 또는 활성화 
작업이GetEnabledControl 실패하더라도operationIdentifier 값이 반환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 또는 OU에서 컨트롤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여EnableControl
작업이 성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GetControlOperation API 명
령을 사용하여 다음 예와 같이 값을 전달하여EnableControl 작업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
다.operationIdentifier

다음에 대한 예제 입력 EnableControl:

이 예에서는 활성화하려는 컨트롤을 지정하고 지정한 대상 OU에 대해 해당 컨트롤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 
        controlIdentifier: "arn:aws:controltower:us-west-2::control/AWS-
GR_AUTOSCALING_LAUNCH_CONFIG_PUBLIC_IP_DISABLED", 
        targetIdentifier: "arn:aws:organizations::123456789123:ou/o-kg8aXXXXXX/ou-prlj-
a5kXXXXX" 
        }

다음에 대한 예제 출력 Enabl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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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력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의 예로 OperationIdentifier 파라미터를 GetControlOperationAPI에 입력으
로 전달하여 EnableControl작업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operationIdentifier":"e2bXXXXX-6cab-XXXX-bde7-XX0c6fXXXXXX"  
} 

예제 CLI 명령:

aws controltower enable-control \
--control-identifier arn:aws:controltower:us-west-2::control/AWS-
GR_AUDIT_BUCKET_POLICY_CHANGES_PROHIBITED \
--target-identifier arn:aws:organizations::123456789123:ou/o-qnilXXXXXX/ou-vwxu-qqlXXXXX \
--region us-west-2

다음에 대한 예제 입력 DisableControl:

{ 
    controlIdentifier: "arn:aws:controltower:us-west-2::control/AWS-
GR_AUTOSCALING_LAUNCH_CONFIG_PUBLIC_IP_DISABLED", 
    targetIdentifier: "arn:aws:organizations::123456789123:ou/o-kg8aXXXXXX/ou-prlj-
a5kXXXXX"
}

다음에 대한 예제 출력 DisableControl:

{  
    "operationIdentifier":"e2bXXXXX-8xai-XXXX-bde7-XX0c6fXXXXXX"  
}

다음에 대한 예제 입력 GetControlOperation:

작업 식별자를 입력으로 제공하면 상태 메시지가 출력으로 수신됩니다.

{ 
    operationIdentifier: "e2bXXXXX-6cab-XXXX-bde7-XX0c6fXXXXXX"
}

다음에 대한 예제 출력 GetControlOperation:

{  
    "ControlOperationStatus":{ 
        "OperationType": "ENABLE_CONTROL",  
        "StartTime": "2022-02-02T20:52:08.034Z",  
        "Status": "IN_PROGRESS"  
    }  
}

다음에 대한 예제 출력 GetControlOperation:

{ 
    "ControlOperationStatus": { 
        "EndTime": "2022-04-28T19:36:31Z", 
        "OperationType": "DISABLE_CONTROL", 
        "StartTime": "2022-04-28T19:35:00Z", 
        "Status": "SUCCEED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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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rolOperationStatus": { 
        "EndTime": "2022-04-28T19:36:31Z", 
        "OperationType": "DISABLE_CONTROL", 
        "StartTime": "2022-04-28T19:35:00Z", 
        "Status": "FAILED", 
        "StatusMessage": "AWS Control Tower cannot add the SCP because the IAM user or 
 role does not have permission to perform the requested operation in AWS Organizations. To 
 continue, update your access permissions for AWS Organizations. For more information, see 
 Access Management in the IAM User Guide." 
    }
}

다음에 대한 예제 입력 ListEnabledControls:

이 예에서는 제어 목록을 출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상 OU를 입력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targetIdentifier: "arn:aws:organizations::123456789123:ou/o-kg8aXXXXXX/ou-prlj-
a5kXXXXX", 
    nextToken: "bde7-XX0c6fXXXXXX", 
    maxResults: 2
}

다음에 대한 예제 출력 ListEnabledControls:

{ 
    "enabledControls": [ 
        { 
            "controlIdentifier": "arn:aws:controltower:us-west-2::control/AWS-
GR_AUTOSCALING_LAUNCH_CONFIG_PUBLIC_IP_DISABLED" 
        }, 
        { 
            "controlIdentifier": "arn:aws:controltower:us-west-2::control/AWS-
GR_RESTRICT_ROOT_USER" 
        } 
    ], 
    "nextToken": "e2bXXXXX-6cab-XXXX"
} 

제어 기능 활성화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콘솔이나AWS CLI를 통해AWS CloudFormation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각 유형의 예를 제공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각 컨트롤에는 제어 API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가 있습니다. 각 컨
트롤의 식별자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컨트롤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는 API ControlIdentifier 필드에 
표시됩니다. 이 식별자는 컨트롤의 분류 시스템인 ControlID 필드와 다릅니다.

를 통해 스택 생성AWS CloudFormation
를AWS CloudFormation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제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템플릿의 
예입니다.

Resources: 
    Test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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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ControlTower::EnabledControl 
        Properties: 
            ControlIdentifier: arn:aws:controltower:us-west-2::control/AWS-
GR_RESTRICT_ROOT_USER 
            TargetIdentifier: arn:aws:organizations::123456789012:ou/o-ybfpt9XXXl/ou-XXXc-
nlqXXXXX

AWS CloudFormation콘솔을 통해 스택을 만들려면 선택한 컨트롤과 대상을 포함하도록 템플릿을 편집한 
다음 템플릿을 파일 이름과 함께 저장합니다template.yaml. AWS CloudFormation마법사를 따라가세
요. 마법사가 템플릿 파일을 요청하면 저장한 파일을 입력합니다template.yaml.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Formation 콘솔에서 스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의DisableControl 업데이트EnableControl 및 동시 작업 제한은 10
개입니다.

AWS CloudFormation및AWS CLI를 통해 스택 생성
다음은 CLI를 사용할 때의 스택 생성의 예입니다.

aws cloudformation create-stack --region us-west-2 --stack-name testControlTower --
template-body "$(cat << TEMPLATE
Resources: 
  TestControl: 
    Type: AWS::ControlTower::EnabledControl 
    Properties: 
      ControlIdentifier: arn:aws:controltower:us-west-2::control/AWS-GR_RESTRICT_ROOT_USER 
      TargetIdentifier: arn:aws:organizations::123456789012:ou/o-ybfpt9XXXl/ou-XXXc-
nlqXXXXX
TEMPLATE)"

예제 템플릿을 파일로 저장한template.yaml 다음 Amazon S3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나
중에--template-url 플래그와 함께 버킷의 URL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법사나 CLI를 통해 템플릿을 입력할 때 스택이 생성되면 컨트롤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WSCLI를 통해 스택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events --region us-west-2 --stack-name testControlTower

또는

aws cloudformation describe-stacks --region us-west-2 --stack-name testControlTower

AWSCLI를 통해 스택을 삭제합니다.

aws cloudformation delete-stack --region us-west-2 --stack-name testControl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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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
을 사용자 지정하세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특정 요소 (예: 지역 선택 및 선택적 제어) 를 콘솔에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기타 변경은 콘솔 외부에서 자동화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및 AWS Control Tower 수명 주기 이벤트와 함께 작동하는 GitOps 
스타일의 사용자 지정 프레임워크인 AWS Control Tower 타워용 사용자 지정 기능을 사용하여 landing zone 
존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제공하는 단계를 따르십시오.

설정 중에 사용자 지정 이름 선택

• 설치 중에 최상위 OU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콘솔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OU 
이름을 변경할 수 있지만, OU를 변경하면 복구 가능한 편차가AWS Organizations 발생할 수 있습니
다. (p. 177)

• 공유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설정 후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는 일회성 작업입니다.

도움말

에서 OU 이름을 변경해도 Account Factory에서 해당 프로비저닝된 제품이 업데이트되지AWS 
Organizations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드리프트
를 방지하려면 AWS Control Tower를 통해 OU 생성, 삭제 또는 재등록을 비롯한 OU 작업을 수행해
야 합니다.

AWS지역 선택

• 거버넌스를 위한 특정AWS 지역을 선택하여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 거버넌스AWS 지역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거부 제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로 설정하고AWS 비관리 지역의 대부분의AWS 서비스에 대한 사

용자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컨트롤을 추가하여 사용자 지정

• 강력히 권장되는 제어 기능과 선택적 제어는 선택 사항이므로 활성화할 항목을 선택하여 landing zone 존
의 적용 수준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제어 (p. 968)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 선택 사항을데이터 레지던시 보호를 강화하는 제어 (p. 951) 사용하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지역을 사용자 
지정하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통합 Security Hub 표준의 일부인 선택적 제어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환경을 스캔하여 보안 위험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사전 제어 기능을 사용하면AWS CloudFormation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리소스를 확인하
여 새 리소스가 환경의 제어 목표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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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사용자 지정 자동화

AWS CloudTrail트레일을 커스터마이징하세요

• landing zone 존을 버전 3.0 이상으로 업데이트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조직 수준의 
CloudTrail 트레일을 옵트인하거나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 선택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관리 계정에 조직 수준의 추적을 생성하며, 사용자의 선택
에 따라 해당 트레일이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랜딩 존 3.0은 계정 수준의 CloudTrail 트레일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직접 트레일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복 트레일의 경
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 멤버 계정 생성

•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된 AWS Control Tower 멤버 계정을 생성하고 기존 멤버 계정을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지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으로 
계정 사용자 지정 (p. 140)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사용자 지정 자
동화

일부 사용자 지정은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해 사용할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

• Terraform용 계정 팩토리 (AFT) 를 사용하여 프로비전 중에 GitOps -스타일 워크플로우에서 계정
을 (p. 149)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FT는 AFT 리포지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Terraform 모듈과 함께 배포됩니다.
• AWS CloudFormation템플릿 및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기반으로 구축된 기능 패키지인 AWS Control 

Tower 타워용 사용자 지정 (p. 57) (CFCT) 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템플릿과 정책을 조직 내 개별 계정 및 OU (조직 단위) 에 배포할 수 있습
니다.

CfCT의 소스 코드는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CFCT) 사용자 지정의 이점
AWS Control Tower 타워용 사용자 지정 (CFCT) 이라고 하는 기능 패키지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GitOps-스타일의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landing zone 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infrastructure-as-code사용자 지정 프로세스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AWS 서비스 제어 정책 
(SCP) 및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와 (p. 1020) 통합하여 리소스 배포가 landing zone 존과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Account Factory를 사용하여 새 계정을 만들면 계정과 
OU에 연결된 리소스를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Note

Account Factory 및 AFT와 달리 CFCT는 특별히 새 계정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정한 리소
스를 배포하여 landing zone 존에서 계정과 OU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점

• 안전한 맞춤형AWS 환경 확장 — 다중 계정 AWS Control Tower 환경을 더 빠르게 확장하고AWS 모범 사
례를 반복 가능한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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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C에 대해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 요구 사항 인스턴스화 — 정책 의도를 나타내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과 서비스 제어 정책을 사용
하여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로 추가 자동화 —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사용하면 이전 일련의 
이벤트 완료를 기반으로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사용하면 리소스를 계정과 
OU에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아키텍처 확장 —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같이 연결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맞춤형 네트워크 아키텍
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가 C에 대해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을 사용한 네트워킹 사용 사례 예시는AWS 아키텍처 블로그 

게시물인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와 AWS Control Tower 사용자 지정을 통한 일관된 DNS 배포에 나와 
있습니다.

• CFCT 및 GuardDuty Amazon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는 GitHub aws-samples리포지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FCT와 관련된 추가 코드 예제는 aws-samples리포지토리의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의 일부
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예제의 대부분은 라는 디렉터리에 샘플manifest.yaml 파일을 포함합니
다customizations_for_aws_control_tower.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규범적 지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의 사용자 지정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례

AWS Control Tower (CFCT) 에 대한 사용자 지정은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하고
AWS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지정 기능은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및 서비스 
제어 정책 (((((제어 제어 정책 (((및 제어 제어 정책 (((제어 제어 정책 ((

이 cFCT 기능은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와 통합되므로 리소스 배포가 landing zone 존과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계정 팩토리를 통해 새 계정을 만들면 계정에 연결된 모든 리소스가 
자동으로 배포됩니다. 사용자 지정 템플릿과 정책을 조직 내 개별 계정 및 OU (조직 단위) 에 배포할 수 있습
니다.

다음 동영상은 확장 가능한 cFCT 파이프라인 및 일반적인 CFCT 사용자 지정을 배포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설명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을 배포하기 위한 아키텍처 고려 사항 및 구성 
단계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보안 및 가용성에 대한AWS 모범 사례에 따라 필요한AWS 서비스를 시작, 구
성 및 실행하는 AWS CloudFormation템플릿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AWS 클라우드에서의 아키텍처 설계 실무 경험이 있는 IT 인프라 설계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
니다.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의 최신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tHub 리
포지토리의 ChangeLog.md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아키텍처 개요
CFCT를 배포하면AWS 클라우드에 다음과 같은 환경이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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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그림 1: AWS Control Tower 아키텍처의 사용자 지정

cFCT에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 배포하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템
플릿은 워크플로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실행하므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CFCt는 AWS Control Tower 홈 리전과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 배포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이 배포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시작하기 (p. 16).

CFCT를 배포하면 Amazon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Amazon S3) 를 통해 사용자 지정 리소스를 패키징하고 
코드 파이프라인 소스에 업로드합니다. 업로드 프로세스는 SCP (서비스 제어 정책) 상태 시스템과 상태 컴퓨
터를 자동으로 호출하여 OU 수준에서 SCP를 배포하거나 OU 또는 계정 수준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합
니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참고

기본적으로 CFCT는 파이프라인 소스를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을 생성하지만 위치를 AWS 
CodeCommit리포지토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를 구성 소스로 설정
을 (p. 66) (p. 66) 참조하십시오.

CFCT는 두 가지 워크플로를 배포합니다.

• AWS CodePipeline워크플로
• 및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워크플로

AWS CodePipeline워크플로

AWS CodePipeline워크플로는 조직 내 및 SCP의 관리를 AWS Step Functions조율하는 구성AWS 
CodePipeline, AWS CodeBuild프로젝트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및 조율합니다.

구성 패키지를 업로드하면 CfCT는 코드 파이프라인을 호출하여 3단계를 실행합니다.

• 빌드 단계 — AWS를 사용하여 구성 패키지의 내용을 CodeBuild 검증합니다.
• SCP 단계 —AWS Organizations API를 호출하여 SCP를 생성하는 서비스 제어 정책 상태 머신을 호출합

니다.
• AWS CloudFormation Stage — 스택 세트 상태 머신을 호출하여 매니페스트 파일에 (p. 69) 제공한 계

정 또는 OU 목록에 지정된 리소스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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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각 단계에서 코드 파이프라인은 스택 세트 및 SCP 단계 함수를 호출하여 대상 개별 계정 또는 전체 조직 단
위에 사용자 지정 스택 세트 및 SCP를 배포합니다.

참고

구성 패키지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
드 (p. 68).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워크플로

AWS Control Tower에서 새 계정을 생성하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가 (p. 1020)AWS CodePipeline 워크플
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Amazon EventBridge 이벤트 규칙, Amazon SQS (Amazon SQS) 선입선출 (FIFO)
대기열 및 AWS Lambda함수로 구성된 이 워크플로를 통해 구성 패키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EventBridge 이벤트 규칙이 일치하는 수명 주기 이벤트를 감지하면 이벤트를 Amazon SQS FIFO 
대기열로 전달하고AWS Lambda 함수를 호출하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호출하여 스택 세트 및 SCP의 다운스
트림 배포를 수행합니다.

비용
CFCT 실행 비용은 실행 횟수,AWS CodePipeline 실행 기간,AWS Lambda 함수 수 및 기간, 게시된 Amazon 
EventBridge 이벤트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AWS CodeBuild 예를 들어 build.general1.small을 사용하여 한 달
에 100개의 빌드를 실행하고 각 빌드가 5분 동안 실행되는 경우 CFCT 실행에 드는 대략적인 비용은 월 3.00 
USD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중인 각AWS 서비스의 요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삭제한 후에도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과 AWS CodeCommit Git 기반 
저장소 (Amazon S3) 버킷과 AWS Git 기반 저장소 (Amazon S3) 버킷과 AWS Git 기반 저장소 (Amazon S3) 
버킷과 AWS Git 기반 저장소 선택한 옵션에 따라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의 양과 Git 요청 수를 
기준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Amazon S3 리소스에는 해당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및 AWS 
CodeCommit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요소 서비스
다음AWS 서비스는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의 구성 요소입니다.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Cct를 배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의 고유한 이름을 가진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이 생성됩니다.

custom-control-tower-configuration-accountID-region

버킷은 다음과 같은 샘플 구성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_custom-control-tower-configuration.zip

파일 이름의 앞에 밑줄이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 zip 파일은 필요한 폴더 구조를 설명하는 샘플 매니페스트와 관련 샘플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 예제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하는 구성 패키지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샘플 매
니페스트는 사용자 지정을 구현할 때 필요한 스택 세트 및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에 필요한 구성을 식별합
니다.

이 샘플 구성 패키지를 모델로 사용하여 CFCT 구성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트리거하는 사용자 지정 패키지
를 개발 및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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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 사용자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드 (p. 68).

AWS CodeCommit
AWS CloudFormation템플릿에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CFCT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섹션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샘플 구성으로 AWS CodeCommit리포지토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CFCT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로컬 컴퓨터에 복제하려면 AWS CodeCommit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리포지토리에 임시로 액세스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버전 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설정을 참조하십시오AWS CodeCommit.

Amazon Simple Queue Service
Cct는 Amazon Simple Queue Service (Amazon SQS) 대기열을 사용하여 Amazon의 라이프사이클 이벤
트를 EventBridge 캡처합니다. 이는 배포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또는 SCP를AWS CodePipeline 
호출하는AWS Lambda 함수를 트리거합니다. SC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Organizations.

AWS CodePipeline
AWS CodePipeline구성 패키지의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변경 사항을 검증, 테스트 및 구현합니다. 구성 패키
지는 기본 Amazon S3 버킷 또는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에서 업데이트됩니다. 구성 소스 컨트롤을 로
AWS CodeCommit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를 구성 소스로 사용을 (p. 66) 참조
하십시오. 파이프라인에는 구성 파일 및 템플릿, 핵심 계정,AWS Organizations 서비스 제어 정책 등을 검증
하고 관리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AWS CloudFormation StackSets. 파이프라인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드 (p. 68)

AWS Key Management Service
cFCT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CustomControlTowerKMSKey 암호화 키를 생성
합니다. 이 키는 Amazon S3 구성 버킷, Amazon SQS 대기열의 객체 및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의 민감한 파라미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CFCT에서 제공한 역할만 이 키로 암
호화 또는 암호 해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구성 파일, FIFO 대기열 또는 매개변수 저장
소SecureString 값에 액세스하려면CustomControlTowerKMSKey 정책에 관리자를 추가해야 합니다. 
키 자동 회전은 기본적으로 사용 설정되어 있습니다.

AWS Lambda
CFCt는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수명 주기 이벤트 중에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또는AWS Organizations SCP를 처음 설치 및 배포하는 동안 설치 구성 요소를 호출합니다.

AWS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스토어는 Cuple Storage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이러한 매개 변
수를 사용하여 관련 구성 템플릿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 집중식 Amazon S3 Simple Storage 
버킷에AWS CloudTrail 데이터를 쓰도록 각 계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Systems Manager 매개변수 저
장소는 관리자가 CFCT 입력 및 매개변수를 볼 수 있는 중앙 위치를 제공합니다.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CFCT는 워크플로우 중에 아마존 간편 알림 서비스 (Amazon SNS) 주제에 파이프라인 승인과 같은 알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Amazon SNS 파이프라인 승인 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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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고려 사항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이 배포된 동일한 계정 및 리전에서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
용자 지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즉,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의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 배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CfCT는 해당 계정과 지역에서 구성 파이프라인을 설정하여 landing zone 구성 패키지를 
생성하고 실행합니다.

배포 준비
초기 배포를 위해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구성 
원본을 선택하고 파이프라인 배포를 수동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섹션에서는 이러한 옵션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구성 소스 선택
기본적으로 템플릿에서는 샘플 구성 패키지를 생성하기 위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을 생성하고 샘플 구성 패키지를 라는.zip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버킷을 생성합니다_custom-
control-tower-configuration.zip. Amazon S3 버킷은 버전이 제어되므로 필요에 따라 구성 패키
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구성 패키지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를 구성 소스로 사용
을 (p. 66) 참조하십시오.

참고

샘플 구성 패키지 파일 이름은 밑줄 (_) 로 시작하므로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AWS 
CodePipeline 구성 패키지 사용자 지정을 완료했으면 에서 배포를 시작하려면 밑줄 (_)custom-
control-tower-configuration.zip 없이 를 업로드해야AWS CodePipeline 합니다.

AWS CloudFormation파라미터에서AWS CodeCommit 옵션을 선택하여 구성 패키지의 스토리지 위치를 S3 
버킷에서AWS CodeCommit Git 리포지토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버전 제어를 쉽게 관
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 S3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 구성 패키지를.zip 파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WS 
CodeCommit리포지토리를 사용할 때는 파일을 압축하지 않고 구성 패키지를 리포지토리에 저장해
야 합니다. 에서 구성 패키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CodeCommit 을 
참조하십시오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드 (p. 68).

샘플 구성 패키지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구성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구성을 배포할 준비가 
되면 구성 패키지를 Amazon S3 버킷 또는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에 수동으로 업로드합니다. 구성 파
일을 업로드하면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참고

구성 패키지를 저장하는AWS CodeCommit 데 사용하는 경우 패키지를 압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서 구성 패키지를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CodeCommit 을 참조하십시
오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드 (p. 68).

파이프라인 구성 승인 매개변수 선택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은 구성 변경 사항의 배포를 수동으로 승인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동 승인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스택을 실행합니다 (p. 63).

수동 승인이 활성화되면 구성 파이프라인은 AWS Control Tower 파일 매니페스트 및 템플릿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확인한 다음 수동 승인이 승인될 때까지 프로세스를 일시 중지합니다. 승인 후 배포는 필요에 따라 나
머지 파이프라인 단계를 실행하여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 기능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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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승인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파이프라인을 통한 첫 번째 실행 시도를 거부하여 AWS Control Tower 구
성의 사용자 지정이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구현 전 최종 제어로서 
AWS Control Tower 구성 변경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수동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이전에 CFCt를 배포한 경우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버전의 CFCT 프레임워크에 가
져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업데이트를 (p. 65)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및 소스 코드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실행한 후 AWS Control Tower (CFCT) 에 대한 사용자 지정이 관리 계정에 
배포됩니다. 에서 템플릿을 다운로드한 다음 에서 GitHub 실행할 수 AWS CloudFormation있습니다.

customizations-for-aws-control-tower.템플릿은 다음을 배포합니다.

• AWS CodeBuild프로젝트
• AWS CodePipeline프로젝트
• 아마존 EventBridge 규칙
• AWS Lambda 함수
• Amazon Simple Simple Simple Simple
• 샘플 구성 패키지가 포함된 Amazon Amazon Simple Simple Simple Simple Simple S
• AWS Step Functions

Note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
GitHub 리포지토리를 방문하여 CfCT용 템플릿과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고 landing zone 커스터마이징을 다
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배포
자동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 (p. 61)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이 섹션의 step-by-step 지침에 따라 솔루
션을 구성하고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 배포하십시오.

배포 시간: 약 15분

사전 조건
CFCT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과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에 배포해야 합니다. landing zone 설
정되지 않은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시작하기 (p. 16).

배포 단계
CFCt 배포 절차는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지침은 각 단계에 대한 링크를 따르십시오.

1단계. 스택 시작 (p. 63)

• 관리 계정에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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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매개변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합니다.

2단계. 사용자 지정 패키지 생성 (p. 65)

• 사용자 지정 구성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Important

올바른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다운로드하고 CFCT를 실행하려면 이 섹션에 제공된 GitHub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전 링크를 따라 이전에 지정된 S3 버킷으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1단계. 스택 시작
이 섹션의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계정에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을 배포합니다.

참고

CFCT를 실행하는 동안 사용하는AWS 서비스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
용 (p. 59) 단원을 참조하세요.

1. AWS Control Tower용 사용자 지정을 시작하려면 에서 GitHub 템플릿을 다운로드한 다음 에서 AWS 
CloudFormation실행하십시오.

2.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실행됩니다. 다른AWS 지역에서 CFCT를 실
행하려면 콘솔 탐색 표시줄의 지역 선택기를 사용하십시오.

Note

CfCT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홈 리전) 을 배포한 동일한 리전 및 계정에서 시작해
야 합니다.

3. 스택 생성 페이지에서 URL 텍스트 상자에 올바른 템플릿 URL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다음을 선택합니
다.

4. 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cFCT 스택에 이름을 할당합니다.
5. 매개 변수에서 다음 매개 변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템플릿에서 해당 매개 변수를 수정합니다.

파이프라인 구성

파이프라인 승인 단계 No 파이프라인 구성을 기본 자동 
승인 단계에서 수동 승인 단계
로 변경할지 여부를 선택합니
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
드” (p. 68)을 참조하세요.

파이프라인 승인 이메일 주소 <Optional Input> 승인 알림을 위한 이메일 주소입
니다.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려
면 파이프라인 승인 단계 매개 
변수를 로 설정해야Yes 합니다.

AWS CodePipeline 소스 Amazon S3 CFCT 사용자 지정을 저장하
고 구성할 위치를 선택하는 
CodePipeline 데 도움이 되는 
AWS의 소스입니다.

AWS CodeCommit 설치

기존 CodeCommit 리포지토리? No 기존 CodeCommit Git 리포지
토리를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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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deCommit 설치
선택한Yes 경우 CodePipeline 
Source 매개 변수를 로 설정해
야AWS CodeCommit 합니다.

CodeCommit 리포지토리 이름 custom-control-tower-
configuration

Git 리포지토리 이름. 이 파
라미터를 사용하려면 AWS 
CodePipeline Source 파
라미터를 로 설정해야AWS 
CodeCommit 합니다. 이 이름은 
새 Git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며 고유해야 합니다. 기존 
Git 리포지토리의 이름을 제공하
는 경우 기존 리포지토리를 설정
해야 합니까? CodeCommit  매
개 변수를 Yes로 설정하고 해당 
저장소의 정확한 이름을 입력합
니다.

CodeCommit 지점 이름 main 사용자 지정 패키지가 저장되
는 Git 브랜치입니다. Git 리포
지토리에는 여러 브랜치가 있
을 수 있습니다. Git 리포지토
리의 브랜치에 지정된 기본 이
름입니다. 이 매개 변수를 사용
하려면 CodePipeline Source
매개 변수를 로 설정해야AWS 
CodeCommit 합니다.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구성

지역 동시성 유형 PARALLEL 지역에서 배포 StackSets 작업
의 동시성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워크플로를 생성, 업
데이트 및 삭제하는 데 적용됩
니다. 허용되는 기타 값은 입니
다SEQUENTIAL.

최대 동시 사용 비율 100 한 번에 이 작업을 수행할 최대 
계정 백분율입니다. 최대 허용 
값은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 옵션을 참조하십
시오.

고장 허용한도 백분율 10 AWS가 해당 리전에서 작업을 
CloudFormation 중지하기 전에 
이 스택 작업이 실패할 수 있는 
리전별 계정 백분율입니다. 최소 
허용 값은 0이고 최대 허용 값은 
1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택 
세트 작업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6.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Configure stack options(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Review] 페이지에서 설정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템플릿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리소스를 생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상자를 선택합니다.
9. [스택 생성(Create stack)]을 선택하여 스택을 배포합니다.

64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stacksets-concepts.html#stackset-ops-options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stacksets-concepts.html#stackset-ops-options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stacksets-concepts.html#stackset-ops-options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2단계. 사용자 지정 패키지 생성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상태 열에서 스택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약 15분 후에
CREATE_COMPLETE 상태가 표시될 것입니다.

2단계. 사용자 지정 패키지 생성
실행된 스택에서는 포함된 구성 패키지를 사용자 지정하여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및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에 사용자 지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드 (p. 68).

참고

사용자 지정 구성 패키지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스택 업데이트
이전에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을 배포한 경우 절차에 따라 cFCT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
전에 맞게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업데이트하십시오.

Important

다음 절차를 완료하려면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GitHub 버킷으로 최신 템플
릿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Amazon S3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Amazon 심플 스토리지 서비
스 사용 설명서의 Amazon S3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1. 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AWS Control Tower (CFCT) CloudFormation 스택에 대한 기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3. 필수 조건 — 템플릿 준비에서 현재 템플릿 교체를 선택합니다.
4. 템플릿 지정 (Specify template) 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템플릿 소스에서 현재 템플릿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b. Amazon S3 URL의 경우 이전에 Amazon S3에 업로드한 템플릿의 템플릿 URL을 입력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GitGub
c. 템플릿 URL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하고 다시 다음을 선택합니다.

5. 매개변수에서 템플릿의 매개변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합니다.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스택을 
실행하여 (p. 63) 파라미터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6.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Configure stack options(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Review] 페이지에서 설정을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템플릿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상자를 선택합니다.
9. 변경 세트 보기를 선택하고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10. 스택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스택을 배포합니다.

AWS CloudFormation 콘솔의 상태 열에서 스택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약 15분 후에
UPDATE_COMPLETE 상태가 표시될 것입니다.

스택 세트 삭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스택 세트 삭제를 활성화한 경우 스택 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nable_stack_set_deletion 파라미터는 false로 설정됩니다. 이 구성에서는 CFCT 매니페스트 파일
에서 리소스를 제거할 때 관련 스택 세트를 삭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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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소스로서

매니페스트 파일에서enable_stack_set_deletion totrue 값을 변경하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관련 리
소스를 제거할 때 CfCT는 스택 세트와 해당 리소스를 모두 삭제합니다.

이 기능은 매니페스트 파일의 v2에서 지원됩니다.
Important

처음에 값을enable_stack_set_deletion to로true 설정하면 다음에 cFCT를 호출할 때 접
두사로CustomControlTower- 시작하고 연결된 키 태그가Key:AWS_Solutions, Value: 
CustomControlTowerStackSet 있고 매니페스트 파일에 선언되지 않은 모든 리소스가 삭제 스
테이징됩니다.

다음은 이 매개변수를manifest.yaml 파일에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version: 2021-03-15
region: us-east-1
enable_stack_set_deletion: true   #New opt-in functionality

resources:  
  - name: demo_resource_1 
    resource_file: s3://demo_bucket/resource.template 
    deployment_targets: 
      accounts: 
        - 012345678912 
    deploy_method: stack_set 
    ... 
    regions: 
    - us-east-1 
    - us-west-2 

  - name: demo_resource_2 
    resource_file: s3://demo_bucket/resource.template 
    deployment_targets: 
      accounts: 
        - 012345678912 
    deploy_method: stack_set 
    ... 
    regions:  
    - us-east-1 
    - eu-north-1 
                         
         

구성 소스로서
AWS Control Tower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에서_custom-control-tower-
configuration.zip 파일을 저장합니다custom-control-tower-configuration-account-
ID-region.

참고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및 수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변경 사항을 압축하고 이름이 지정된custom-
control-tower-configuration.zip 새 파일로 저장한 다음 동일한 Amazon S3 버킷에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본 소스는 Amazon S3 버킷입니다. 기본 설정이 적용되면 파일 이름에 밑줄 접두사가 없
는 구성 zip 파일을 S3 버킷에 업로드하면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zip 파일은 () 및 KMS 키 사용 거부를 포함한 서버 측 암호화AWS Key Management Service (SSEAWS 
KMS) 로 보호됩니다. zip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KMS 키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역할은 관리자 역할, 사용자 또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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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지표

1. AWS Key Management Service 콘솔로 이동합니다.
2. 고객 관리형 키에서CustomControlTower KMSKey를 선택합니다.
3. 키 정책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4. 키 정책 편집 페이지에서 코드에서 키 사용 허용 섹션을 찾아 다음 권한 중 하나를 추가합니다.

• 관리 역할을 추가하려면:

arn:aws:iam::<account-ID>:role/<administrator-role>
• To add a user::

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5.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6. Amazon S3 콘솔로 이동하여 구성 zip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을 찾은 다음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7. 매니페스트 파일 및 템플릿 파일에 필요한 구성을 변경합니다. 매니페스트 및 템플릿 파일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드” (p. 68).
8. 변경 사항 업로드:

a. 수정된 구성 파일을 압축하고 파일 이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custom-control-tower-
configuration.zip.

b. AWS KMS마스터 키와 함께 SSE를 사용하여 Amazon S3에 파일을 업로드합니
다CustomControlTowerKMSKey.

운영 지표 수집
AWS Control Tower (CFCT) 의 사용자 지정에는 익명의 운영 지표를 전송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AWS 
있습니다. AWS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CFCT 및 기타 관련 서비스 및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합
니다.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되면 다음 정보가 제공됩니다AWS.

• 솔루션 ID:AWS 솔루션 식별자
• 고유 ID (UUID): 각 배포에 대해 무작위로 생성되는 고유 식별자
• 타임스탬프: 데이터 수집 타임스탬프
• 상태 머신 실행 횟수: 이 상태 머신이 실행되는 횟수를 점진적으로 계산합니다.
• 매니페스트 버전: 구성에 사용된 매니페스트 버전

Note

AWS수집한 데이터를 소유합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AWS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익명의 운영 지표 전송을AWS 거부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 다음과 같이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매핑 섹션을 업데이트합니다.

... 에서

AnonymousData: 
     SendAnonymousData: 
        Data: Yes

~

AnonymousData: 
     SendAnonymousData: 
        Dat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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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드

• CFCT를 배포한 후/org/primary/metrics_flag 파라미터 스토어 콘솔에서 SSM 파라미터 키를 찾아 
값을 로No 업데이트합니다.

CfCt 커스터마이징 가이드
AWS Control Tower (CFCT) 사용자 지정 안내서는 회사 및 고객을 위해 AWS Control Tower 환경을 사용자 
지정하고 확장하려는 관리자, DevOps 전문가,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IT 인프라 설계자 및 시스템 통합
자를 위한 것입니다. cFCT 사용자 지정 패키지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환경을 사용자 지정하고 확
장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Note

배포 및 구성 (CFCT) 하려면 를 통해 구성 패키지를 배포하고 처리해야AWS CodePipeline 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코드 파이프라인 개요
구성 패키지에는 Amazon Storage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및 이 필요합니다AWS 
CodePipeline. 구성 패키지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 매니페스트 파일
• 함께 제공되는 템플릿 세트
• AWS Control Tower 환경 사용자 지정을 설명하고 구현하기 위한 기타 JSON 파일

기본적으로_custom-control-tower-configuration.zip 구성 패키지는 Amazon S3 버킷에 로드됩
니다.

custom-control-tower-configuration-accountID-region.
Note

기본적으로 CFCT는 파이프라인 소스를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을 생성하지만 소스 위치를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dePipeline사용 설명서의
파이프라인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CodePipeline

매니페스트 파일은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 배포할 수 있는AWS 리소스를 설명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CodePipeline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매니페스트 파일, 함께 제공되는 템플릿 세트 및 기타 JSON 파일을 추출합니다.
• 매니페스트 및 템플릿 검증을 수행합니다.
• 매니페스트 파일의 섹션을 호출하여 특정 파이프라인 단계를 (p. 68) 실행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을 사용자 지정하고 구성 패키지 파일 이름에서 밑줄 (_) 을 제거하여 구성 패키지를 업데이
트하면 구성 패키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AWS CodePipeline.

Note

샘플 구성 패키지 파일 이름은 밑줄 (_) 로 시작하므로 자동으로 트리거되지 않습니다.AWS 
CodePipeline 구성 패키지의 사용자 지정을 완료한 후 밑줄 (_)custom-control-tower-
configuration.zip 없이 파일을 업로드하여 에서 배포를AWS CodePipeline 트리거합니다.

AWS CodePipeline단계
CFCT 파이프라인은 AWS Control Tower 환경을 구현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여러AWS CodePipeline 단계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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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구성 정의

1. 소스 스테이지

소스 단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사용자 지정 구성 패키지가 이 파이프라인 단계를 시작합니다. 소스는 구성 
패키지를AWS CodePipeline 호스팅할 수 있는 Amazon S3 버킷 또는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일 수 
있습니다.

2. 빌드 스테이지

빌드 단계에서는 구성 패키지의 내용을AWS CodeBuild 검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패키지
에 포함되어 있거나 원격으로 호스팅되는 모든AWS CloudFormation 템플릿과 함께 및 를 사용하
여manifest.yaml 파일 구문AWS CloudFormationvalidate-template 및 스키마를 테스트하는 작업
이 포함됩니다cfn_nag. 매니페스트 파일 및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파
이프라인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테스트가 실패하면 CodeBuild 로그를 검토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필
요에 따라 구성 소스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수동 승인 단계 (선택 사항)

수동 승인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이 단계를 활성화하면 구성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까지 배포 중에 파이프라인을 일시 중지합니다. 스택을 시작할 때 파이프라인 승인 단계 파
라미터를 Yes로 편집하여 수동 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제어 정책 단계

서비스 제어 정책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어 정책 상태 머신을 호출하여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생성하
는AWS Organizations API를 호출합니다.

5.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스테이지

AWS CloudFormation리소스 스테이지는 스택 세트 상태 머신을 호출하여 매니페스트 파일에 제공한 계
정 또는 OU (조직 단위) 목록에 지정된 리소스를 배포합니다. 상태 머신은AWS CloudFormation 리소스 
종속성을 지정하지 않는 한 매니페스트 파일에 지정된 순서대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구성 정의
매니페스트 파일, 함께 제공되는 템플릿 세트 및 기타 JSON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AWS Control 
Tower 구성을 정의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와 같이 이러한 파일을 폴더 구조로 패키징하고 Amazon S3 버킷
에.zip 파일로 배치합니다.

사용자 지정 구성 폴더 구조

- manifest.yaml
- policies/                                                [optional] 
   - service control policies files (*.json)
- templates/                                               [optional] 
   - template files for AWS CloudFormation Resources (*.template)

이전 예에서는 사용자 지정 구성 폴더의 구조를 보여 줍니다. 원본 스토리지 위치로 Amazon S3를 선택하든
AWS CodeCommit 리포지토리를 선택하든 폴더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Amazon S3를 원본 스토리
지로 선택한 경우 모든 폴더와 파일을 파일로 압축하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에.zip 파일만 업로드합니
다.custom-control-tower-configuration.zip

Note

를 사용하는AWS CodeCommit 경우 파일을 압축하지 않고 파일을 저장소에 저장하십시오.

매니페스트 파일
manifest.yaml파일은AWS 리소스를 설명하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다음 예제는 매니페스트 파일의 구조
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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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String
version: 2021-03-15

resources: 
  #set of CloudFormation resources or SCP policies
...

이전 코드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매니페스트 파일의 처음 두 줄은 지역 및 버전 키워드의 값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키워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region — AWS Control Tower 기본 리전의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이 값은 유효한AWS 지역 이름 (예:us-
east-1eu-west-1, 또는ap-southeast-1) 이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예: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를 생성할 때는 리소스별 리전을 지정하지 않는 한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이 기본값입니다.

region:your-home-region

version — 매니페스트 스키마 버전 번호입니다. 지원되는 최신 버전은 2021-03-15입니다.

version: 2021-03-15

Note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버전에서 매니페스트 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을 참조하
십시오매니페스트 버전 업그레이드 (p. 80).

이전 예제에 표시된 다음 키워드는 resources 키워드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의 리소스 섹션은 고도로 구조
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CFCT 파이프라인에 의해 자동으로 배포되는 자세한AWS 리소스 목록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 및 사용 가능한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의 리소스 섹션
이 항목에서는 사용자 지정에 필요한 리소스를 정의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의 리소스 섹션 항목을 자세히 설명
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의 이 섹션은 키워드 리소스에서 시작하여 파일 끝까지 계속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의 리소스 섹션은AWS CloudFormation StackSets CFCT가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으
로 배포하는AWS Organizations SCP를 지정합니다.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할 OU 및 계정 및 선택적으로 지
역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스택 인스턴스는 OU 수준이 아닌 계정 수준에서 배포됩니다. SCP는 OU 수준에서 배포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자체 사용자 지정 구축을 (p. 75) 참조하십시오.

다음 코드 예제는 유사 템플릿으로, 매니페스트 파일의 리소스 섹션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요약합니다.

resources: # List of resources 
  - name: [String] 
    resource_file: [String] [Local File Path, S3 URL]  
    deployment_targets: # account and/or organizational unit names 
      accounts: # array of strings, [0-9]{12} 
        - 012345678912 
        - AccountName1 
      organizational_units: #array of strings 
        - OuNa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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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Name2  
    deploy_method: scp | stack_set 
    parameters: # List of parameters [SSM, Alfred, Values] 
      - parameter_key: [String] 
        parameter_value: [String]   
    export_outputs: # list of ssm parameters to store output values 
      - name: /org/member/test-ssm/app-id 
        value: $[output_ApplicationId]     
    regions: #list of strings 
    - [String]

이 항목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전 코드 예제에 표시된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름 — 과 관련된 이름입니다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입력한 문자열은 스택 세트에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을 할당합니다.

• 유형: 문자열
• Required: Yes
• 유효한 값: a-z, A-Z, 0-9 및 밑줄 (_) 입니다. 다른 문자는 자동으로 밑줄 (_) 로 바뀝니다.

설명 — 리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 유형: 문자열
•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esource_file — 이 파일은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매니페스트 파일의 상대적 위치, (2)AWS 
CloudFormation 리소스 또는 SCP를 생성하기 위한 JSON의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또는AWS 
Organizations 서비스 제어 정책을 가리키는 Amazon S3 URL.

• 유형: 문자열
• Required: Yes

1. 다음 예에서는 구성 패키지 내의 리소스 파일에 대한 상대적 위치로 지정된 를 보여 줍니
다.resource_file

resources: 
  - name: SecurityRoles 
    resource_file: templates/custom-security.template

2. 다음 예제는 Amazon S3 URL로 제공된 리소스 파일을 보여줍니다.

resources: 
  - name: SecurityRoles 
    resource_file: s3://my-bucket/[key-name]

3. 다음 예제는 Amazon S3 HTTPS URL로 제공된 리소스 파일을 보여줍니다.

resources: 
  - name: SecurityRoles 
    resource_file: https://bucket-name.s3.Region.amazonaws.com/key-name

Note

Amazon S3 URL을 제공하는 경우, 버킷 정책이 CFCT를 배포하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
정에 대한 읽기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Amazon S3 HTTPS URL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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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에 점 표기법이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 S3.us-west-1. cFCT는 S3와 지역 사이에 
대시가 포함된 엔드포인트 (예:)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S3‐us-west-2.

4. 다음 예제는 리소스가 저장되는 Amazon S3 버킷 정책 및 ARN을 보여줍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AWS": "arn:aws:iam::AccountId:root"}, 
        "Action": "s3:GetObject", 
        "Resource": "arn:aws:s3:::my-bucket/*” 
       } 
   ]
}

예제에 표시된 AccountId변수를 CFCT를 배포하는 관리 계정의AWS 계정 ID로 바꿉니다. 더 많은 예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버킷 정책 예제를 참조하세요.

매개 변수 — 매개AWS CloudFormation 변수의 이름과 값을 지정합니다.

• 유형: MapList
•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매개변수 섹션에는 키/값 매개변수 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상 템플릿에는 매개변수 섹션이 요약되
어 있습니다.

parameters: 
  - parameter_key: [String] 
    parameter_value: [String]

• 파라미터_키 — 파라미터와 관련된 키입니다.
• 유형: 문자열
• 필수: 예 (매개변수 속성 아래)
• 유효한 값: a-z, A-Z, 0-9

• 파라미터_값 — 파라미터와 연결된 입력 값입니다.
• 유형: 문자열
• 필수: 예 (매개변수 속성 아래)

deploy_method — 리소스를 계정에 배포하기 위한 배포 방법입니다. 현재 deploy_method는 를 통한AWS 
CloudFormation StackSets 리소스 배포stack_set 옵션을 사용하거나 SCP를 배포하는 경우scp 옵션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유형: 문자열
• 유효한 값: stack_set | scp
• Required: Yes

deployment_target — CFCT가AWS CloudFormation 리소스를 배포할 계정 또는 조직 단위 (OU) 목록으로,
계정 또는 조직_단위로 지정됩니다.

Note

SCP를 배포하려면 대상이 계정이 아니라 OU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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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이 리소스가 지정된 계정 목록에 배포될 것임을 나타내거나OU names 이 리소스가 지정된 OU 목록
에 배포될 것임을 나타내는 문자열account name 목록입니다.account number

• 필수: 계정 또는 조직 단위 중 하나 이상
• 계정:

유형: 문자열 목록account name 또는account number 이 리소스가 지정된 계정 목록에 배포될 것
임을 나타냅니다.

• 조직 단위:

유형: 이 리소스가 지정된 OU 목록에 배포될 것임을 나타내는 문자열OU names 목록입니다. 계정을 포
함하지 않는 OU를 제공하고 계정 속성이 추가되지 않은 경우 CfCT는 스택 세트만 생성합니다.

Note

조직의 관리 계정 ID는 허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cFCT는 스택 인스턴스를 조직의 관리 계정에 
배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port_output — SSM 파라미터 키를 나타내는 이름/값 쌍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SSM 파라미터 키를 사용하
면 템플릿 출력을 SSM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앞서 정의한 다
른 리소스에서 참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port_outputs: # List of SSM parameters 
  - name: [String] 
    value: [String]

• 유형: 이름 및 값 키 쌍의 목록입니다. 이름에는 SSM 파라미터 저장소 키의name 문자열이 포함되고 value
에는 파라미터의value 문자열이 포함됩니다.

• 유효한 값:CfnOutput -Logical-ID# 템플릿 출력 변수에 해당하는 모든 문자열 또는 변
수.$[output_CfnOutput-Logical-ID]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의 출력 섹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CloudFormation사용 안내서의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예를 들어, 다음 코드 스니펫은 템플릿VPCID 출력 변수를 이름이 지정된 SSM 파라미터 키에 저장합니다/
org/member/audit/vpc_id.

export_outputs: # List of SSM parameters 
  - name: /org/member/audit/VPC-ID 
    value: $[output_VPCID]

Note

export_output 키 이름에는 이외의 값이 포함될 수output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인 경우 값
은 일 수 있습니다production./org/environment-name

지역 — CFCT가AWS CloudFormation 스택 인스턴스를 배포할 지역 목록입니다.

• 유형: 이 리소스가 지정된 지역 목록에 배포될 것임을 나타내는AWS 상용 지역 이름의 모든 목록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 이 키워드가 없는 경우 리소스는 홈 지역에만 배포됩니다.

•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루트 OU
CFCt는 매니페스트 V2 버전 (2021-03-15)organizational_units 에서 루트를 조직 단위 (OU) 의 값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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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방법을 선택하면 루트 아래에 루트를 추가하면 AWS Control Tower가 루트 아래
에organizational_units 있는 모든 OU에 정책을 적용합니다.scp 배포 방법을 선택한 경우 Root 아
래에organizational_units Root를 추가하면 CfCT는 관리 계정을 제외하고 AWS Control Tower에 등
록된 루트 아래의 모든 계정에 스택 세트를 배포합니다.stack_set

• AWS Control Tower 모범 사례에 따르면 관리 계정은 회원 계정을 관리하고 결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실행하지 마십시오.

모범 사례 지침에 따라 AWS Control Tower 배포에서는 관리 계정을 루트 OU 아래에 두어 전체 액세스 권
한을 갖고 추가 리소스를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이 관
리 계정에 배포되지 않습니다.

• 관리 계정에 대해 다음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계정에 스택셋을 배포해야 하는 특정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계정을 배포 대상으로 포함하고 관리 계정을 지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정을 배포 
대상으로 포함하지 마십시오. 필수 IAM 역할을 비롯한 누락된 리소스를 관리 계정에서 생성해야 합니다.

관리 계정에 스택셋을 배포하려면 배포accounts 대상으로 포함하고 관리 계정을 지정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계정을 배포 대상으로 포함하지 마십시오.

---
region: your-home-region
version: 2021-03-15

resources: 

  …truncated… 

    deployment_targets: 
      organizational_units: 
        - Root

Note

루트 OU 기능은 매니페스트 파일의 V2 버전 (2021-03-15) 에서만 지원됩니다. 에서 루트
를organizational_units OU로 추가하는 경우 다른 OU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중첩된 OU
CFCT는 매니페스트 V2 버전 (2021-03-15) 의organizational_units 키워드 아래에 하나 이상의 중첩된 
OU를 나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콜론을 OU 사이의 구분 기호로 사용하는 중첩된 OU의 전체 경로 (루트 제외) 가 필요합니다. 배포 방법
을scp 위해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중첩된 OU 경로의 마지막 OU에 SCP를 배포합니다. 배포 방법
의stack_set 경우 AWS Control Tower는 중첩된 OU 경로의 마지막 OU 아래에 있는 모든 계정에 스택 세
트를 배포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를 고려해 보십시오OUName1:OUName2:OUName3. 경로의 마지막 OU는 입니다OUName3. 
CFCt는 SCP를 바로 아래에OUName3 있는 모든 계정에만OUName3 배포하고 스택 세트를 배포합니다.

---
region: your-home-region
version: 2021-03-15

resources: 

  …truncated… 

    deployment_targets: 
      organizational_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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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Name1:OUName2:OUName3

Note

중첩된 OU 기능은 매니페스트 파일의 V2 버전 (2021-03-15) 에서만 지원됩니다.

고유 커스터마이징 구축
자체 사용자 지정을 구축하려면 SCP (서비스 제어 정책) 및AWS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여manifest.yaml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배포해야 하는 리소스의 경우 계정 및 OU
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폴더에서 템플릿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 자체 폴더를 만들
고,manifest.yaml 파일의 템플릿이나 폴더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 지정을 직접 만드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을 설명합니다.

• 서비스 제어 정책을 위한 고유 구성 패키지를 설정하는 방법
• AWS CloudFormation스택 세트를 위한 고유 구성 패키지를 설정하는 방법

서비스 제어 정책을 위한 구성 패키지 설정
이 단원에서는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위한 구성 패키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로세
스의 두 가지 주요 부분은 (1) 매니페스트 파일 준비와 (2) 폴더 구조 준비입니다.

1단계: 매니페스트.yaml 파일 편집

샘플manifest.yaml 파일을 시작점으로 사용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구성을 입력합니다.
resource_file및deployment_targets 세부 정보를 추가합니다.

다음 스니펫은 기본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여줍니다.

---
region: us-east-1
version: 2021-03-15

resources: []

의region 값은 배포 중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CFCT를 배포한 지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리전은 AWS 
Control Tower 리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zip 패키지의example-configuration 폴더에 사용자 지정 SCP를 추가하려
면example-manifest.yaml 파일을 열고 편집을 시작합니다.

---
region: your-home-region
version: 2021-03-15

resources: 
  - name: test-preventive-controls 
    description: To prevent from deleting or disabling resources in member accounts 
    resource_file: policies/preventive-controls.json 
    deploy_method: scp 
    #Apply to the following OU(s) 
    deployment_targets: 
      organizational_units: #array of strings 
        - OUName1 
        - OUNam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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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ncated…

다음 조각은 사용자 지정 매니페스트 파일의 예를 보여줍니다. 한 번의 변경으로 둘 이상의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region: us-east-1
version: 2021-03-15

resources: 
  - name: block-s3-public-access 
    description: To S3 buckets to have public access 
    resource_file: policies/block-s3-public.json 
    deploy_method: scp 
    #Apply to the following OU(s) 
    deployment_targets: 
      organizational_units: #array of strings 
        - OUName1 
        - OUName2 

2단계: 폴더 구조 생성
리소스 파일에 Amazon S3 URL을 사용하고 키/값 쌍과 함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어
도 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은 JSON 파일을 참조하므로 매니페스트를 지원하려면 JSON 형식의 SCP 정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파일 경로가 매니페스트 파일에 제공된 경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책 JSON 파일에는 OU에 배포할 SCP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스니펫은 샘플 매니페스트 파일의 폴더 구조를 보여줍니다.

- manifest.yaml
- policies/ 
   - block-s3-public.json

다음 조각은block-s3-public.json 정책 파일의 예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Sid":"GuardPutAccountPublicAccessBlock", 
         "Effect":"Deny", 
         "Action":"s3:PutAccountPublicAccessBlock", 
         "Resource":"arn:aws:s3:::*" 
      } 
   ]
}

에 대한 구성 패키지 설정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이 섹션에서는 에 대한 구성 패키지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이 프로
세스의 두 가지 주요 부분은 (1) 매니페스트 파일 준비 및 (2) 폴더 구조 업데이트입니다.

1단계: 기존 매니페스트 파일 편집
이전에 편집한 매니페스트 파일에 새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정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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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음 스니펫에는 SCP용 구성 패키지를 설정하기 위해 이전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사용자 지정 매니
페스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추가로 편집하여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 있
습니다.

---
region: us-east-1
version: 2021-03-15

resources: 
   
  - name: block-s3-public-access 
    description: To S3 buckets to have public access 
    resource_file: policies/block-s3-public.json 
    deploy_method: scp 
    #Apply to the following OU(s) 
    deployment_targets: 
    organizational_units: #array of strings 
    - OUName1 
    - OUName2 

다음 스니펫은resources 세부 정보가 포함된 편집된 샘플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여줍니다. 순서에 따
라resources 종속성 생성을 위한 실행 순서가resources 결정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예
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
region: your-home-region
version: 2021-03-15

…truncated…

resources: 
  - name: stackset-1 
    resource_file: templates/create-ssm-parameter-keys-1.template 
    parameters: 
      - parameter_key: parameter-1 
        parameter_value: value-1 
    deploy_method: stack_set 
    deployment_targets: 
      accounts: # array of strings, [0-9]{12} 
        - account number or account name 
        - 123456789123 
      organizational_units: #array of strings, ou ids, ou-xxxx 
        - OuName1 
        - OUName2  
    export_outputs: 
      - name: /org/member/test-ssm/app-id 
        value: $[output_ApplicationId] 
    regions: 
      - region-name

  - name: stackset-2 
    resource_file: s3://bucket-name/key-name 
    parameters: 
      - parameter_key: parameter-1 
        parameter_value: value-1 
    deploy_method: stack_set 
    deployment_targets: 
      accounts: # array of strings, [0-9]{12} 
        - account number or account name 
        - 123456789123 
      organizational_units: #array of strings 
        - OuName1 
        - OUNam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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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 region-name

다음 예제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둘 이상의AWS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region: us-east-1
version: 2021-03-15

resources: 
  - name: block-s3-public-access 
    description: To S3 buckets to have public access 
    resource_file: policies/block-s3-public.json 
    deploy_method: scp 
    #Apply to the following OU(s) 
    deployment_targets: 
      organizational_units: #array of strings 
        - Custom 
        - Sandbox 

  - name: transit-network 
    resource_file: templates/transit-gateway.template 
    parameter_file: parameters/transit-gateway.json 
    deploy_method: stack_set 
    deployment_targets: 
      accounts: # array of strings, [0-9]{12} 
        - Prod 
        - 123456789123 #Network 
      organizational_units: #array of strings 
        - Custom 
    export_outputs: 
      - name: /org/network/transit-gateway-id 
        value: $[output_TransitGatewayID] 
    regions: 
      - us-east-1

2단계: 폴더 구조 업데이트

폴더 구조를 업데이트하면 매니페스트 파일에 있는 모든 지원AWS CloudFormation 템플릿 파일과 SCP 정
책 파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가 매니페스트 파일에 제공된 경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템플릿 파일에는 OU 및 계정에 배포할AWS 리소스가 들어 있습니다.
• 정책 파일에는 템플릿 파일에 사용되는 입력 매개 변수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1단계에서 (p. 76) 만든 샘플 매니페스트 파일의 폴더 구조를 보여줍니다.

- manifest.yaml
- policies/ 
   - block-s3-public.json
- templates/ 
   - transit-gateway.template

'알프레드' 헬퍼와AWS CloudFormation 파라미터 파일
CfCT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 정의된 SSM 파라미터 저장소 키의 값을 가져오는 alfred 헬퍼라
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alfred 도우미를 사용하면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SSM 파라미터 저장소에 저장된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이란 
무엇인가요? 를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사용자 가이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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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알프레드 헬퍼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의 홈 리전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택 인스턴스마다 변하지 않는 값으로 작업하는 것
입니다. 'alfred' 도우미는 매개 변수를 검색하면 변수를 내보내는 스택 세트에서 임의의 스택 인스턴
스를 선택합니다.

예
두 개의AWS CloudFormation 스택 세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택 세트 1에는 하나의 스택 인스턴스가 
있으며 한 지역의 한 계정에 배포됩니다. 가용 영역에 Amazon VPC와 서브넷을 생성하며VPC ID 및 는 스택 
세트 2에 파라미터 값으로subnet ID 전달되어야 합니다. VPC ID및subnet ID 를 스택 세트 2로 전달하
려면 먼저VPC ID 및 를 사용하여 스택 세트 1에subnet ID 저장해야 합니다AWS:::SSM::Parameter. 자
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AWS:::SSM::Parameter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스택 세트 1:

다음 스니펫에서 alfred 헬퍼는 파라미터subnet ID 저장소에서VPC ID 및 에 대한 값을 가져와서 StackSet 
상태 머신에 입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VpcId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Name: '/stack_1/vpc/id' 
      Description: Contains the VPC id 
      Type: String 
      Value: !Ref MyVpc

SubnetIdParameter: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Name: '/stack_1/subnet/id' 
      Description: Contains the subnet id 
      Type: String 
      Value: !Ref MySubnet

AWS CloudFormation스택 세트 2:

스니펫은AWS CloudFormation 스택 2manifest.yaml 파일에 지정된 매개 변수를 보여줍니다.

parameters: 
      - parameter_key: VpcId 
        parameter_value: $[alfred_ssm_/stack_1/vpc/id] 
      - parameter_key: SubnetId 
        parameter_value: $[alfred_ssm_/stack_1/subnet/id]

AWS CloudFormation스택 세트 2.1:

스니펫은 유형의 매개 변수를 지원하는alfred_ssm 속성을 나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CommaDelimitedList.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Parameters 섹션을 참조하세
요.

parameters: 
      - parameter_key: VpcId # Type: String 
        parameter_value: $[alfred_ssm_/stack_1/vpc/id'] 
      - parameter_key: SubnetId # Type: String 
        parameter_value: $[ alfred_ssm_/stack_1/subnet/id'] 
      - parameter_key: AvailablityZones # Type: CommaDelimitedList 
        parameter_value: 
  - "$[alfred_ssm_/availability_zon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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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fred_ssm_/availability_zone_2]"

사용자 지정 패키지의 JSON 스키마

CfCT용 사용자 지정 패키지의 JSON 스키마는 의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에 GitHub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발 도구와 함께 스키마를 사용할 수 있으며manifest.yaml 파일을 직접 만들 때 
오류를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버전 업그레이드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의 최신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tHub 리포지토리의
ChangeLog.md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Warning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 버전 2.2.0에는 관련AWS 서비스 API에 맞춰 매
니페스트 스키마 (버전 2021-03-15) 가 도입되었습니다. 매니페스트 스키마를 사용하면 단일 
manifest.yaml 파일에서 분리된 DevOps 워크플로를 통해 지원되는 리소스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및 SCP)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스키마를 버전 2020-01-01에서 버전 2021-03-15 이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
다.
CFCt는 해당manifest.yaml 파일의 2021-03-15 및 2020-01-01 버전을 계속 지원합니다. 기
존 구성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버전 2020-01-01은 Support 종료되었습니다. 버전
2020-01-01에는 더 이상 업데이트나 개선 사항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루트 OU 및 중첩된 OU 기능
은 버전 2020-01-01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트 버전 2021-03-15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속성:

organization_policies
policy_file
apply_to_accounts_in_ou

cloudformation_resources
template_file
deploy_to_account
deploy_to_ou
ssm_parameters

필수 업그레이드 단계
매니페스트 스키마 버전 2021-03-1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파일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변경해야 하는 사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전환에 대한 필수 및 권장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Organizations

1. 조직_정책에 있는 SCP를 새 재산 자원 아래로 옮기십시오.
2. 정책_파일 속성을 새 속성 리소스_파일로 변경합니다.
3. 적용 대상_계정_in_ou를 새 속성 배포_대상으로 변경합니다. OU 목록은 조직_단위 하위 속성에서 정의해

야 합니다. 계정 하위 속성은 조직 정책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4. scp 값을 사용하여 새 속성 deploy_method를 추가합니다.

AWS CloudFormation 리소스

1. CloudFormation cloudformation_resources 아래에 있는 리소스를 새 속성 리소스 아래로 이동합니다.
2. 템플릿_파일 속성을 새 속성 리소스_파일로 변경합니다.
3. 배포_to_ou를 새 속성 배포_대상으로 변경합니다. OU 목록은 조직_단위 하위 속성에서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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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포_대상_계정을 새 속성 배포_대상으로 변경합니다. 계정 목록은 하위 속성 계정에서 정의해야 합니다.
5. ssm_parameters 속성을 새 속성 내보내기_출력으로 변경합니다.

적극 권장되는 업그레이드 단계
AWS CloudFormation parameters

1. 파라미터_파일 속성을 새 속성 매개 변수로 변경합니다.
2. 파라미터_파일 속성 값에서 파일 경로를 제거합니다.
3. 기존 매개 변수 JSON 파일의 매개 변수 키와 매개 변수 값을 매개 변수 속성의 새 형식으로 복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te

파라미터_파일 속성은 매니페스트 버전 2021-03-15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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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의 네트워킹 
Tower의 네트워킹

AWS Control Tower 타워는 VPC를 통한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 지원을 제공합니다.

AWS Control Tower VPC의 기본 구성 또는 기능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VPC 구성할 수 있습니다. VPC 및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
장 가능하고 안전한 다중 VPCAWS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주제

• 기존 VPC가 있는 계정을 등록할 때 AWS Control Tower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
십시오VPC에 기존 계정 등록 (p. 121).

•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VPC가 포함된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거나 VPC 없이 계
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VPC를 삭제하거나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계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안내: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구
성 (p. 1034).

• VPC의 계정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업데이트에 대한 Account Factory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에서 네트워킹 및 VP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용 설명서의 관련 
정보 페이지에서 네트워킹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VPC 및AWS 지역
계정 생성의 표준으로,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리전에AWS -default 
VPC를AWS 생성합니다. 이 기본 VPC는 AWS Control Tower가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대해 생성하는 VPC와
는 다르지만, 비관리 지역의AWS 기본 VPC는 IAM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지역 거부 제어를 활성화하여 최종 사용자가 AWS Control Tower에서 지원하지만 관리되는 지역 
외부의 지역 내 VPC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거부 제어를 구성하려면 랜딩 
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정 수정을 선택합니다.

지역 거부 컨트롤은 비관리 지역의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한 API 호출을 차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요청된
AWS 리전에AWS 따라 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 (p. 952)을 참조하세요.

Note

지역 거부 제어는 AWS Control Tower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의 IAM 사용자가AWS 기본 VPC 연결
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비관리 지역에서AWS 기본 VPC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기본 VPC 나열하려면 다음 예와 
비슷한 CLI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ec2 --region us-west-1 describe-vpcs --filter Name=isDefault,Values=true

AWS Control Tower 및 VPC 개요
다음은 AWS Control Tower VPC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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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때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VPC는AWS 
기본 VPC와 다릅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지원되는AWS 지역에서 새 계정을 설정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기본
AWS VPC 자동으로 삭제하고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구성한 새 VPC 설정합니다.

• 각 AWS Control Tower 계정에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하나의 VPC가 허용됩니다. 계정에
는 계정 한도 내에 추가AWS VPC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AWS Control Tower VPC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개의 가용 영
역과 두 개의 가용 영역을 보유하고us-west-1 있습니다.us-west-1 기본적으로 각 가용 영역에는 퍼블
릭 서브넷 1개와 프라이빗 서브넷 2개가 할당됩니다. 따라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를 제외한 지역
의 각 AWS Control Tower VPC는 기본적으로 3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분된 9개의 서브넷을 포함합니다. 미
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에서는 여섯 개의 서브넷이 두 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VPC의 각 서브넷에는 동일한 크기의 고유한 범위가 할당됩니다.
• VPC의 서브넷 수는 구성 가능합니다. VPC 서브넷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ount 

Factory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IP 주소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AWS Control Tower VPC 있는 6개 또는 9개의 서브넷은 제한 없이 서로 통

신할 수 있습니다.

VPC를 사용할 때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리전 수준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브넷은 지정하는 정
확한 CIDR 범위에서 할당됩니다. VPC 서브넷은 모든 리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

VPC 비용 관리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때 퍼블릭 서브넷이 활성화되도록 Account Factory VPC 구성을 설정하면 
Account Factory는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도록 VPC 구성합니다. 따라서 Amazon VPC에서 사
용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VPC 및 제어 설정

VPC 인터넷 액세스 설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Account Factory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해당 
Account Factory 설정이 제어를 재정의합니다고객이 관리하는 Amazon VPC 인스턴스에 대한 인터
넷 액세스 금지 (p. 954). 새로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를 활성화하지 않으려면 
Account Factory에서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내: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구성 (p. 1034)을 참조하세요.

VPC 및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위한 CIDR 및 피어
링
이 섹션은 주로 네트워크 관리자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네트워크 관리자는 AWS Control Tower 조직
의 전체 CIDR 범위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범위 내에서 서브넷
을 할당합니다.

VPC의 CIDR 범위를 선택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는 RFC 1918 사양에 따라 IP 주소 범위를 검증합니
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다음 범위까지의/16 CIDR 블록을 허용합니다.

• 10.0.0.0/8
• 172.16.0.0/12
• 192.168.0.0/16
• 100.64.0.0/10(인터넷 공급자가 이 범위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16 구분 기호는 최대 65,536개의 고유 IP 주소를 허용합니다.

다음 범위에서 유효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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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x.x to 10.255.x.x
• 172.16.x.x – 172.31.x.x
• 192.168.0.0 – 192.168.255.255(192.168 범위를 벗어난 IP 없음)

지정한 범위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오류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CIDR 범위는 172.31.0.0/16입니다.

AWS Control Tower는 사용자가 선택한 CIDR 범위를 사용하여 VPC를 생성하면 조직 단위 (OU) 내에서 생
성한 모든 계정에 대해 모든 VPC 동일한 CIDR 범위를 할당합니다. 기본 IP 주소 중복으로 인해 이 구현에서
는 처음에는 OU에 있는 AWS Control Tower VPC 간의 피어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브넷

각 VPC 내에서 AWS Control Tower는 지정된 CIDR 범위를 9개의 서브넷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서브넷이 
6개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제외). VPC 내의 서브넷은 중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VPC 내에서 모두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VPC 내 서브넷 통신은 제한이 없습니다. VPC 서브넷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모범 사
례는 필요한 경우 허용된 트래픽 흐름을 정의하는 규칙으로 액세스 제어 목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인
스턴스 간의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 보안 그룹을 사용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보안 그룹 및 방
화벽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연습: AWS Firewall Manag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보안 그룹 설정 (p. 1035).

대등 접속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여러 VPC 간의 통신을 위한 VPC간 피어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
적으로 모든 AWS Control Tower VPC는 동일한 기본 CIDR 범위를 갖습니다. 피어링을 지원하려면 Account 
Factory 설정에서 CIDR 범위를 수정하여 IP 주소가 겹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 설정에서 CIDR 범위를 변경하면 이후에 AWS Control Tower에서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
하여) 생성하는 모든 새 계정에 새 CIDR 범위가 할당됩니다. 이전 계정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을 생성한 다음 CIDR 범위를 변경하고 새 계정을 생성하면 두 계정에 할당된 VPC를 피어링할 수 있습
니다. IP 주소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어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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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타워가 역할을 활
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
법

일반적으로 역할은 에서 IAM (ID 및 액세스 관리) 에AWS 있습니다. 의 IAM 및 역할에 대한 일반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AWS IAM 역할 주제를 참조하십시오.AWS

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 (p. 1003).

역할 및 계정 생성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의CreateAccount API를 호출하여 고객의 계정을 생성합니다AWS 
Organizations. 이 계정을AWS Organizations 생성하면 해당 계정 내에 역할이 생성되며, AWS Control 
Tower는 파라미터를 API에 전달하여 이름을 지정합니다. 역할의 이름은 AWSControlTowerExecution입
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생성한 모든 계정
의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대신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이 역할을 사용하여 계정을
기준화하고 필수 (및 기타 활성화된) 제어를 적용하여 다른 역할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다음과 같은 
다른 서비스에서 차례로 사용됩니다AWS Config.

Note

계정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블루프린트라고도 하는 Account Factory 템플릿과 컨트롤이 포함된 리
소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베이스라인 프로세스는 또한 템플릿 배포의 일부로 계정에 대한 중앙 집중
식 로깅 및 보안 감사 역할을 설정합니다. AWS Control Tower 기준은 등록된 모든 계정에 적용하는 
역할에 포함됩니다.

계정 및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AWS 계정 Tower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기 (p. 117).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 설명

등록된 모든 계정에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
면 에서 개별 계정을 관리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정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보안 OU의 계정 (코어 계정이라고도 함) 의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초기 AWS Control Tower 설
정 시 역할을 생성합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해 생성된 Account Factory 계정의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계정 
생성 시 이 역할을 생성합니다.

• 단일 계정 등록의 경우 고객에게 수동으로 역할을 생성한 다음 AWS Control Tower에 계정을 등록하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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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를 OU로 확장할 때 AWS Control Tower는 StackSetAWSControlTowerExecutionRole-를 사용하
여 해당 OU의 모든 계정에서 역할을 생성합니다.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의 목적:

• AWSControlTowerExecution스크립트와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계정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AWSControlTowerExecution을 통해 전체 계정의 모든 로그가 로깅 계정으로 전송되도록 조직의 로깅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AWSControlTowerExecutionAWS Control Tower 타워에 개별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계정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추가해야 합니다. 역할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는 을 
참조하십시오필요한 IAM 역할을 기존 역할에 수동으로AWS 계정 추가하고 등록합니다. (p. 126).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이 OU와 함께 작동하는 방식: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은 선택한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이 조직 내 모든 개별 계정, 각 
OU 내,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모든 새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합니다. 결과:

• AWS Control Tower 컨트롤에 구현된 감사 및 로깅 기능을 기반으로 규정 준수 및 보안 보고서를 보다 쉽
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규정 준수 팀은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조직 드리프트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에서 드리프트 감지 및 해결 을 참조하세요.

요약하면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 및 관련 정책을 통해 조직 전체에서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유
연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또는 프로토콜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역할 신뢰 관계를 위한 선택적 조건
역할 신뢰 정책에 조건을 설정하여 AWS Control Tower의 특정 역할과 상호 작용하는 계정 및 리소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므로AWSControlTowerAdmin 역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자가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AWS Control Tower 신뢰 정책을 수동으로 편
집하여 정책 설명에 하나 이상aws:SourceArn 또는aws:SourceAccount 조건부를 추가하
십시오. 이aws:SourceArn 조건은 특정 계정과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보
다aws:SourceAccount 더 구체적이므로 보안 모범 사례로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소스의 전체 ARN을 모를 경우 또는 여러 리소스를 지정하는 경우, ARN의 알 수 없는 부
분에 대해 와일드카드 (*) 를 포함한aws:SourceArn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arn:aws:controltower:*:123456789012:* 지역을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예는 IAM 역할 신뢰 정책과 함께aws:SourceArn IAM 조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Control Tower 서비스 주체가 AWSControlTowerAdmin역할과 상호 작용하므로 해당 역할에 대한 신뢰 관계
에 조건을 추가하십시오.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소스 ARN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
다.arn:aws:controltower:${HOME_REGION}:${CUSTOMER_AWSACCOUNT_id}:*

문자열을${HOME_REGION} 발신 계정의 홈 지역 및 계정${CUSTOMER_AWSACCOUNT_id} ID로 바꾸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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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ontroltower.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ArnEquals": { 
          "aws:SourceArn": "arn:aws:controltower:us-west-2:012345678901:*" 
        } 
      } 
    } 
  ]
}

이 예에서는 로arn:aws:controltower:us-west-2:012345678901:* 지정된 소스 ARN만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ARN입니다.sts:AssumeRole 즉,us-west-2 리전에서 계정012345678901 ID에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만 AWS Control Tower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정된 특정 역할 및 신뢰 관계
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controltower.amazonaws.com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역할 신뢰 정책에 적용된aws:SourceAccount 및aws:SourceArn 조건을 보여줍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ontroltower.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012345678901" 
        }, 
        "StringLike": { 
          "aws:SourceArn": "arn:aws:controltower:us-west-2:012345678901:*" 
        } 
      } 
    } 
  ]
}

이 예제에서는aws:SourceArn 조건문이 추가된aws:SourceAccount 조건문을 보여 줍니다. 자세한 정보
는 교차 서비스 사칭 방지 (p. 1003)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권한 정책에 대한 일반 정보는 을 참조하십시오리소스 액세스 관리 (p. 997).

권장 사항: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하는 역할에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다른 AWS 서비스
에서 직접 맡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앞부분에 표시된 의 예를 AWSControlTowerAdmin참
조하세요. AWS Config레코더 역할의 경우 Config Recorder ARN을 허용된 소스 ARN으로 지정하
여aws:SourceArn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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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관리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 Audit 계정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과 (p. 106) 같은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의 경우 이러한 역할에 대한 신뢰 정책에aws:PrincipalOrgID 조건을 
추가하여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보안AWS 주체가 올바른 조직의 계정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aws:SourceArn 조건문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Note

드리프트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AWS Control Tower 역할이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사용자 
정의한 경우 정기적으로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Control Tower ConfigRecorderRole
AWS Control Tower는 이 역할을 로그 아카이브 계정, 감사 계정 및 Account Factory에서 생성한 각 계정에 
리소스로 배포합니다. 역할은 이 섹션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역할 신뢰 관계 아티팩트에서 볼 수 있듯이 에서 
맡을 수 있습니다.AWS Config 이 역할은 여러 사람이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가 1000줄이
AWS 서비스 넘습니다. 역할은 구성을 기록하고 전송AWS Config 채널에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Note

이 IAM 역할을 생성할 때 이 역할에 대한 권한 정책에 정의된 대로AWS Config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AWS Control Tower에 부여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이 역할을 처음 사용하
는 경우 계정에 새로운 서비스 연결 역할이AWS Config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원래 AWS 
Control Tower 요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다른AWS 리소스에AWS Config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
여합니다.
AWS Config또는 다른 서비스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으로 작업하는AWS 서비스 를 참조하세요. 서비스 연결 역할 열에 예가 있는 서비스를 찾아 서
비스 연결 역할의 사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설명
서를 보려면 예(Yes) 링크를 선택합니다.
AWS서비스 연결 역할의 정의는 AWS서비스 연결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역할 이름:aws-controltower-ConfigRecorderRole

다음 계정에 배포: 로그 아카이브, 감사, 어카운트 팩토리 계정

가정:AWS Config

AWS관리형 정책:

• ReadOnlyAccess
• AWS_ConfigRole

다음 JSON 아티팩트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a4b:Get*", 
                "a4b:List*", 
                "a4b:Search*", 
                "access-analyzer:GetAccessPreview", 
                "access-analyzer:GetAnalyzedResource", 
                "access-analyzer:GetAnalyzer", 
                "access-analyzer:GetArchiveRule", 
                "access-analyzer:GetFinding", 
                "access-analyzer:GetGenerated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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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analyzer:ListAccessPreviewFindings", 
                "access-analyzer:ListAccessPreviews", 
                "access-analyzer:ListAnalyzedResources", 
                "access-analyzer:ListAnalyzers", 
                "access-analyzer:ListArchiveRules", 
                "access-analyzer:ListFindings", 
                "access-analyzer:ListPolicyGenerations", 
                "access-analyzer:ListTagsForResource", 
                "access-analyzer:ValidatePolicy", 
                "acm-pca:Describe*", 
                "acm-pca:Get*", 
                "acm-pca:List*", 
                "acm:Describe*", 
                "acm:Get*", 
                "acm:List*", 
                "airflow:ListEnvironments", 
                "airflow:ListTagsForResource", 
                "amplify:GetApp", 
                "amplify:GetBranch", 
                "amplify:GetDomainAssociation", 
                "amplify:GetJob", 
                "amplify:ListApps", 
                "amplify:ListBranches", 
                "amplify:ListDomainAssociations", 
                "amplify:ListJobs", 
                "apigateway:GET", 
                "appconfig:GetApplication", 
                "appconfig:GetConfiguration", 
                "appconfig:GetConfigurationProfile", 
                "appconfig:GetDeployment", 
                "appconfig:GetDeploymentStrategy", 
                "appconfig:GetEnvironment", 
                "appconfig:GetHostedConfigurationVersion", 
                "appconfig:ListApplications", 
                "appconfig:ListConfigurationProfiles", 
                "appconfig:ListDeployments", 
                "appconfig:ListDeploymentStrategies", 
                "appconfig:ListEnvironments", 
                "appconfig:ListHostedConfigurationVersions", 
                "appconfig:ListTagsForResource", 
                "application-autoscaling:Describe*", 
                "applicationinsights:Describe*", 
                "applicationinsights:List*", 
                "appmesh:Describe*", 
                "appmesh:List*", 
                "appstream:Describe*", 
                "appstream:List*", 
                "appsync:Get*", 
                "appsync:List*", 
                "aps:DescribeAlertManagerDefinition", 
                "aps:DescribeRuleGroupsNamespace", 
                "aps:DescribeWorkspace", 
                "aps:GetAlertManagerSilence", 
                "aps:GetAlertManagerStatus", 
                "aps:GetLabels", 
                "aps:GetMetricMetadata", 
                "aps:GetSeries", 
                "aps:ListAlerts", 
                "aps:ListAlertManagerAlerts", 
                "aps:ListAlertManagerAlertGroups", 
                "aps:ListAlertManagerReceivers", 
                "aps:ListAlertManagerSilences", 
                "aps:ListRules", 
                "aps:ListRuleGroupsNamespaces", 
                "aps:ListTagsForResource", 
                "aps:ListWork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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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s:QueryMetrics", 
                "athena:Batch*", 
                "athena:Get*", 
                "athena:List*", 
                "auditmanager:GetAccountStatus", 
                "auditmanager:GetAssessment", 
                "auditmanager:GetAssessmentFramework", 
                "auditmanager:GetAssessmentReportUrl", 
                "auditmanager:GetChangeLogs", 
                "auditmanager:GetControl", 
                "auditmanager:GetDelegations", 
                "auditmanager:GetEvidence", 
                "auditmanager:GetEvidenceByEvidenceFolder", 
                "auditmanager:GetEvidenceFolder", 
                "auditmanager:GetEvidenceFoldersByAssessment", 
                "auditmanager:GetEvidenceFoldersByAssessmentControl", 
                "auditmanager:GetOrganizationAdminAccount", 
                "auditmanager:GetServicesInScope", 
                "auditmanager:GetSettings", 
                "auditmanager:ListAssessmentFrameworks", 
                "auditmanager:ListAssessmentReports", 
                "auditmanager:ListAssessments", 
                "auditmanager:ListControls", 
                "auditmanager:ListKeywordsForDataSource", 
                "auditmanager:ListNotifications", 
                "auditmanager:ListTagsForResource", 
                "auditmanager:ValidateAssessmentReportIntegrity", 
                "autoscaling-plans:Describe*", 
                "autoscaling-plans:GetScalingPlanResourceForecastData", 
                "autoscaling:Describe*", 
                "aws-portal:View*", 
                "backup:Describe*", 
                "backup:Get*", 
                "backup:List*", 
                "batch:Describe*", 
                "batch:List*", 
                "braket:GetDevice", 
                "braket:GetQuantumTask", 
                "braket:SearchDevices", 
                "braket:SearchQuantumTasks", 
                "budgets:Describe*", 
                "budgets:View*", 
                "cassandra:Select", 
                "ce:DescribeCostCategoryDefinition", 
                "ce:DescribeNotificationSubscription", 
                "ce:DescribeReport", 
                "ce:GetAnomalies", 
                "ce:GetAnomalyMonitors", 
                "ce:GetAnomalySubscriptions", 
                "ce:GetCostAndUsage", 
                "ce:GetCostAndUsageWithResources", 
                "ce:GetCostCategories", 
                "ce:GetCostForecast", 
                "ce:GetDimensionValues", 
                "ce:GetPreferences", 
                "ce:GetReservationCoverage", 
                "ce:GetReservationPurchaseRecommendation", 
                "ce:GetReservationUtilization", 
                "ce:GetRightsizingRecommendation", 
                "ce:GetSavingsPlansCoverage", 
                "ce:GetSavingsPlansPurchaseRecommendation", 
                "ce:GetSavingsPlansUtilization", 
                "ce:GetSavingsPlansUtilizationDetails", 
                "ce:GetTags", 
                "ce:GetUsageForecast", 
                "ce:ListCostCategory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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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bot:Describe*", 
                "chatbot:Get*", 
                "chime:Get*", 
                "chime:List*", 
                "chime:Retrieve*", 
                "chime:Search*", 
                "chime:Validate*", 
                "cloud9:Describe*", 
                "cloud9:List*", 
                "clouddirectory:BatchRead", 
                "clouddirectory:Get*", 
                "clouddirectory:List*", 
                "clouddirectory:LookupPolicy", 
                "cloudformation:Describe*", 
                "cloudformation:Detect*", 
                "cloudformation:Estimate*", 
                "cloudformation:Get*", 
                "cloudformation:List*", 
                "cloudfront:DescribeFunction", 
                "cloudfront:Get*", 
                "cloudfront:List*", 
                "cloudhsm:Describe*", 
                "cloudhsm:Get*", 
                "cloudhsm:List*", 
                "cloudsearch:Describe*", 
                "cloudsearch:List*", 
                "cloudtrail:Describe*", 
                "cloudtrail:Get*", 
                "cloudtrail:List*", 
                "cloudtrail:LookupEvents", 
                "cloudwatch:Describe*", 
                "cloudwatch:Get*", 
                "cloudwatch:List*", 
                "codeartifact:DescribeDomain", 
                "codeartifact:DescribePackageVersion", 
                "codeartifact:DescribeRepository", 
                "codeartifact:GetAuthorizationToken", 
                "codeartifact:GetDomainPermissionsPolicy", 
                "codeartifact:GetPackageVersionAsset", 
                "codeartifact:GetPackageVersionReadme", 
                "codeartifact:GetRepositoryEndpoint", 
                "codeartifact:GetRepositoryPermissionsPolicy", 
                "codeartifact:ListDomains", 
                "codeartifact:ListPackages",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Assets",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Dependencies", 
                "codeartifact:ListPackageVersions", 
                "codeartifact:ListRepositories", 
                "codeartifact:ListRepositoriesInDomain", 
                "codeartifact:ListTagsForResource", 
                "codeartifact:ReadFromRepository", 
                "codebuild:BatchGet*", 
                "codebuild:DescribeCodeCoverages", 
                "codebuild:DescribeTestCases", 
                "codebuild:List*", 
                "codecommit:BatchGet*", 
                "codecommit:Describe*", 
                "codecommit:Get*", 
                "codecommit:GitPull", 
                "codecommit:List*", 
                "codedeploy:BatchGet*", 
                "codedeploy:Get*", 
                "codedeploy:List*", 
                "codeguru-profiler:Describe*", 
                "codeguru-profiler:Get*", 
                "codeguru-profiler: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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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deguru-reviewer:Describe*", 
                "codeguru-reviewer:Get*", 
                "codeguru-reviewer:List*", 
                "codepipeline:Get*", 
                "codepipeline:List*", 
                "codestar-connections:GetConnection", 
                "codestar-connections:GetHost", 
                "codestar-connections:ListConnections", 
                "codestar-connections:ListHosts", 
                "codestar-connections:ListTagsForResource", 
                "codestar-notifications:describeNotificationRule", 
                "codestar-notifications:listEventTypes", 
                "codestar-notifications:listNotificationRules", 
                "codestar-notifications:listTagsForResource", 
                "codestar-notifications:ListTargets", 
                "codestar:Describe*", 
                "codestar:Get*", 
                "codestar:List*", 
                "codestar:Verify*", 
                "cognito-identity:Describe*", 
                "cognito-identity:GetCredentialsForIdentity", 
                "cognito-identity:GetIdentityPoolRoles", 
                "cognito-identity:GetOpenIdToken", 
                "cognito-identity:GetOpenIdTokenForDeveloperIdentity", 
                "cognito-identity:List*", 
                "cognito-identity:Lookup*", 
                "cognito-idp:AdminGet*", 
                "cognito-idp:AdminList*", 
                "cognito-idp:Describe*", 
                "cognito-idp:Get*", 
                "cognito-idp:List*", 
                "cognito-sync:Describe*", 
                "cognito-sync:Get*", 
                "cognito-sync:List*", 
                "cognito-sync:QueryRecords", 
                "compute-optimizer:DescribeRecommendationExportJobs", 
                "compute-optimizer:GetAutoScalingGroup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BSVolum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C2Instance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EC2RecommendationProjectedMetrics", 
                "compute-optimizer:GetEnrollmentStatus", 
                "compute-optimizer:GetEnrollmentStatusesForOrganization", 
                "compute-optimizer:GetLambdaFunctionRecommendations", 
                "compute-optimizer:GetRecommendationSummaries", 
                "config:BatchGetAggregateResourceConfig", 
                "config:BatchGetResourceConfig", 
                "config:Deliver*", 
                "config:Describe*", 
                "config:Get*", 
                "config:List*", 
                "config:SelectAggregateResourceConfig", 
                "config:SelectResourceConfig", 
                "connect:Describe*", 
                "connect:GetFederationToken", 
                "connect:List*", 
                "dataexchange:Get*", 
                "dataexchange:List*", 
                "datapipeline:Describe*", 
                "datapipeline:EvaluateExpression", 
                "datapipeline:Get*", 
                "datapipeline:List*", 
                "datapipeline:QueryObjects", 
                "datapipeline:Validate*", 
                "datasync:Describe*", 
                "datasync:List*", 
                "dax:BatchGet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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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x:Describe*", 
                "dax:GetItem", 
                "dax:ListTags", 
                "dax:Query", 
                "dax:Scan", 
                "deepcomposer:GetComposition", 
                "deepcomposer:GetModel", 
                "deepcomposer:GetSampleModel", 
                "deepcomposer:ListCompositions", 
                "deepcomposer:ListModels", 
                "deepcomposer:ListSampleModels", 
                "deepcomposer:ListTrainingTopics", 
                "detective:Get*", 
                "detective:List*", 
                "detective:SearchGraph", 
                "devicefarm:Get*", 
                "devicefarm:List*", 
                "devops-guru:DescribeAccountHealth", 
                "devops-guru:DescribeAccountOverview", 
                "devops-guru:DescribeAnomaly", 
                "devops-guru:DescribeFeedback", 
                "devops-guru:DescribeInsight", 
                "devops-guru:DescribeResourceCollectionHealth", 
                "devops-guru:DescribeServiceIntegration", 
                "devops-guru:GetCostEstimation", 
                "devops-guru:GetResourceCollection", 
                "devops-guru:ListAnomaliesForInsight", 
                "devops-guru:ListEvents", 
                "devops-guru:ListInsights", 
                "devops-guru:ListNotificationChannels", 
                "devops-guru:ListRecommendations", 
                "devops-guru:SearchInsights", 
                "devops-guru:StartCostEstimation", 
                "directconnect:Describe*", 
                "discovery:Describe*", 
                "discovery:Get*", 
                "discovery:List*", 
                "dlm:Get*", 
                "dms:Describe*", 
                "dms:List*", 
                "dms:Test*", 
                "ds:Check*", 
                "ds:Describe*", 
                "ds:Get*", 
                "ds:List*", 
                "ds:Verify*", 
                "dynamodb:BatchGet*", 
                "dynamodb:Describe*", 
                "dynamodb:Get*", 
                "dynamodb:List*", 
                "dynamodb:Query", 
                "dynamodb:Scan", 
                "ec2:Describe*", 
                "ec2:Get*", 
                "ec2:SearchTransitGatewayRoutes", 
                "ec2messages:Get*", 
                "ecr-public:BatchCheckLayerAvailability", 
                "ecr-public:DescribeImages", 
                "ecr-public:DescribeImageTags", 
                "ecr-public:DescribeRegistries", 
                "ecr-public:DescribeRepositories", 
                "ecr-public:GetAuthorizationToken", 
                "ecr-public:GetRegistryCatalogData", 
                "ecr-public:GetRepositoryCatalogData", 
                "ecr-public:GetRepositoryPolicy", 
                "ecr-public:ListTagsFor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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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r:BatchCheck*", 
                "ecr:BatchGet*", 
                "ecr:Describe*", 
                "ecr:Get*", 
                "ecr:List*", 
                "ecs:Describe*", 
                "ecs:List*", 
                "eks:Describe*", 
                "eks:List*", 
                "elasticache:Describe*", 
                "elasticache:List*", 
                "elasticbeanstalk:Check*", 
                "elasticbeanstalk:Describe*", 
                "elasticbeanstalk:List*", 
                "elasticbeanstalk:Request*", 
                "elasticbeanstalk:Retrieve*", 
                "elasticbeanstalk:Validate*", 
                "elasticfilesystem:Describe*", 
                "elasticloadbalancing:Describe*", 
                "elasticmapreduce:Describe*", 
                "elasticmapreduce:GetBlockPublicAccessConfiguration", 
                "elasticmapreduce:List*", 
                "elasticmapreduce:View*", 
                "elastictranscoder:List*", 
                "elastictranscoder:Read*", 
                "elemental-appliances-software:Get*", 
                "elemental-appliances-software:List*", 
                "es:Describe*", 
                "es:ESHttpGet", 
                "es:ESHttpHead", 
                "es:Get*", 
                "es:List*", 
                "events:Describe*", 
                "events:List*", 
                "events:Test*", 
                "firehose:Describe*", 
                "firehose:List*", 
                "fis:GetAction", 
                "fis:GetExperiment", 
                "fis:GetExperimentTemplate", 
                "fis:ListActions", 
                "fis:ListExperiments", 
                "fis:ListExperimentTemplates", 
                "fis:ListTagsForResource", 
                "fms:GetAdminAccount", 
                "fms:GetAppsList", 
                "fms:GetComplianceDetail", 
                "fms:GetNotificationChannel", 
                "fms:GetPolicy", 
                "fms:GetProtectionStatus", 
                "fms:GetProtocolsList", 
                "fms:GetViolationDetails", 
                "fms:ListAppsLists", 
                "fms:ListComplianceStatus", 
                "fms:ListMemberAccounts", 
                "fms:ListPolicies", 
                "fms:ListProtocolsLists", 
                "fms:ListTagsForResource", 
                "forecast:DescribeDataset", 
                "forecast:DescribeDatasetGroup", 
                "forecast:DescribeDatasetImportJob", 
                "forecast:DescribeForecast", 
                "forecast:DescribeForecastExportJob", 
                "forecast:DescribePredictor", 
                "forecast:DescribePredictorBacktestExportJob", 
                "forecast:GetAccuracy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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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cast:ListDatasetGroups", 
                "forecast:ListDatasetImportJobs", 
                "forecast:ListDatasets", 
                "forecast:ListForecastExportJobs", 
                "forecast:ListForecasts", 
                "forecast:ListPredictorBacktestExportJobs", 
                "forecast:ListPredictors", 
                "forecast:QueryForecast", 
                "freertos:Describe*", 
                "freertos:List*", 
                "fsx:Describe*", 
                "fsx:List*", 
                "gamelift:Describe*", 
                "gamelift:Get*", 
                "gamelift:List*", 
                "gamelift:ResolveAlias", 
                "gamelift:Search*", 
                "glacier:Describe*", 
                "glacier:Get*", 
                "glacier:List*", 
                "globalaccelerator:Describe*", 
                "globalaccelerator:List*", 
                "glue:BatchGetDevEndpoints", 
                "glue:BatchGetJobs", 
                "glue:BatchGetPartition", 
                "glue:BatchGetTriggers", 
                "glue:BatchGetWorkflows", 
                "glue:CheckSchemaVersionValidity", 
                "glue:GetCatalogImportStatus", 
                "glue:GetClassifier", 
                "glue:GetClassifiers", 
                "glue:GetCrawler", 
                "glue:GetCrawlerMetrics", 
                "glue:GetCrawlers",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glue:GetDataCatalogEncryptionSettings", 
                "glue:GetDataflowGraph", 
                "glue:GetDevEndpoint", 
                "glue:GetDevEndpoints", 
                "glue:GetJob", 
                "glue:GetJobBookmark", 
                "glue:GetJobRun", 
                "glue:GetJobRuns", 
                "glue:GetJobs", 
                "glue:GetMapping", 
                "glue:GetMLTaskRun", 
                "glue:GetMLTaskRuns", 
                "glue:GetMLTransform", 
                "glue:GetMLTransforms", 
                "glue:GetPartition", 
                "glue:GetPartitions", 
                "glue:GetPlan", 
                "glue:GetRegistry", 
                "glue:GetResourcePolicy", 
                "glue:GetSchema", 
                "glue:GetSchemaByDefinition", 
                "glue:GetSchemaVersion", 
                "glue:GetSchemaVersionsDiff", 
                "glue:GetSecurityConfiguration", 
                "glue:GetSecurityConfigurations",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GetTableVersion", 
                "glue:GetTableVersions", 
                "glue:Get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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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e:GetTrigger", 
                "glue:GetTriggers", 
                "glue:GetUserDefinedFunction", 
                "glue:GetUserDefinedFunctions", 
                "glue:GetWorkflow", 
                "glue:GetWorkflowRun", 
                "glue:GetWorkflowRunProperties", 
                "glue:GetWorkflowRuns", 
                "glue:ListCrawlers", 
                "glue:ListDevEndpoints", 
                "glue:ListJobs", 
                "glue:ListMLTransforms", 
                "glue:ListRegistries", 
                "glue:ListSchemas", 
                "glue:ListSchemaVersions", 
                "glue:ListTriggers", 
                "glue:ListWorkflows", 
                "glue:QuerySchemaVersionMetadata", 
                "greengrass:DescribeComponent", 
                "greengrass:Get*", 
                "greengrass:List*", 
                "groundstation:DescribeContact", 
                "groundstation:GetConfig", 
                "groundstation:GetDataflowEndpointGroup", 
                "groundstation:GetMinuteUsage", 
                "groundstation:GetMissionProfile", 
                "groundstation:GetSatellite", 
                "groundstation:ListConfigs", 
                "groundstation:ListContacts", 
                "groundstation:ListDataflowEndpointGroups", 
                "groundstation:ListGroundStations", 
                "groundstation:ListMissionProfiles", 
                "groundstation:ListSatellites", 
                "groundstation:ListTagsForResource", 
                "guardduty:DescribeOrganizationConfiguration", 
                "guardduty:DescribePublishingDestination", 
                "guardduty:Get*", 
                "guardduty:List*", 
                "health:Describe*", 
                "iam:Generate*", 
                "iam:Get*", 
                "iam:List*", 
                "iam:Simulate*", 
                "imagebuilder:Get*", 
                "imagebuilder:List*", 
                "importexport:Get*", 
                "importexport:List*", 
                "inspector:Describe*", 
                "inspector:Get*", 
                "inspector:List*", 
                "inspector:Preview*", 
                "iot:Describe*", 
                "iot:Get*", 
                "iot:List*", 
                "iot1click:DescribeDevice", 
                "iot1click:DescribePlacement", 
                "iot1click:DescribeProject", 
                "iot1click:GetDeviceMethods", 
                "iot1click:GetDevicesInPlacement", 
                "iot1click:ListDeviceEvents", 
                "iot1click:ListDevices", 
                "iot1click:ListPlacements", 
                "iot1click:ListProjects", 
                "iot1click:ListTagsForResource", 
                "iotanalytics:Describe*", 
                "iotanalytics: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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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analytics:List*", 
                "iotanalytics:SampleChannelData", 
                "iotevents:DescribeAlarm", 
                "iotevents:DescribeAlarmModel", 
                "iotevents:DescribeDetector", 
                "iotevents:DescribeDetectorModel", 
                "iotevents:DescribeInput", 
                "iotevents:DescribeLoggingOptions", 
                "iotevents:ListAlarmModels", 
                "iotevents:ListAlarmModelVersions", 
                "iotevents:ListAlarms", 
                "iotevents:ListDetectorModels", 
                "iotevents:ListDetectorModelVersions", 
                "iotevents:ListDetectors", 
                "iotevents:ListInputs", 
                "iotevents:ListTagsForResource", 
                "iotfleethub:DescribeApplication", 
                "iotfleethub:ListApplications", 
                "iotsitewise:Describe*", 
                "iotsitewise:Get*", 
                "iotsitewise:List*", 
                "iotwireless:GetDestination", 
                "iotwireless:GetDeviceProfile", 
                "iotwireless:GetPartnerAccount", 
                "iotwireless:GetServiceEndpoint", 
                "iotwireless:GetServiceProfile", 
                "iotwireless:GetWirelessDevice", 
                "iotwireless:GetWirelessDeviceStatistics", 
                "iotwireless:GetWirelessGateway", 
                "iotwireless:GetWirelessGatewayCertificate", 
                "iotwireless:GetWirelessGatewayFirmwareInformation", 
                "iotwireless:GetWirelessGatewayStatistics", 
                "iotwireless:GetWirelessGatewayTask", 
                "iotwireless:GetWirelessGatewayTaskDefinition", 
                "iotwireless:ListDestinations", 
                "iotwireless:ListDeviceProfiles", 
                "iotwireless:ListPartnerAccounts", 
                "iotwireless:ListServiceProfiles", 
                "iotwireless:ListTagsForResource", 
                "iotwireless:ListWirelessDevices", 
                "iotwireless:ListWirelessGateways", 
                "iotwireless:ListWirelessGatewayTaskDefinitions", 
                "ivs:BatchGetChannel", 
                "ivs:GetChannel", 
                "ivs:GetPlaybackKeyPair", 
                "ivs:GetRecordingConfiguration", 
                "ivs:ListChannels", 
                "ivs:ListPlaybackKeyPairs", 
                "ivs:ListRecordingConfigurations", 
                "ivs:ListStreams", 
                "ivs:ListTagsForResource", 
                "kafka:Describe*", 
                "kafka:Get*", 
                "kafka:List*", 
                "kendra:DescribeDataSource", 
                "kendra:DescribeFaq", 
                "kendra:DescribeIndex", 
                "kendra:DescribeQuerySuggestionsBlockList", 
                "kendra: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 
                "kendra:DescribeThesaurus", 
                "kendra:GetQuerySuggestions", 
                "kendra:ListDataSources", 
                "kendra:ListDataSourceSyncJobs", 
                "kendra:ListFaqs", 
                "kendra:ListIndices", 
                "kendra:ListQuerySuggestionsBlock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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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dra:ListTagsForResource", 
                "kendra:ListThesauri", 
                "kendra:Query", 
                "kinesis:Describe*", 
                "kinesis:Get*", 
                "kinesis:List*", 
                "kinesisanalytics:Describe*", 
                "kinesisanalytics:Discover*", 
                "kinesisanalytics:Get*", 
                "kinesisanalytics:List*", 
                "kinesisvideo:Describe*", 
                "kinesisvideo:Get*", 
                "kinesisvideo:List*", 
                "kms:Describe*", 
                "kms:Get*", 
                "kms:List*", 
                "lambda:Get*", 
                "lambda:List*", 
                "lex:DescribeBot", 
                "lex:DescribeBotAlias", 
                "lex:DescribeBotChannel", 
                "lex:DescribeBotLocale", 
                "lex:DescribeBotVersion", 
                "lex:DescribeExport", 
                "lex:DescribeImport", 
                "lex:DescribeIntent", 
                "lex:DescribeResourcePolicy", 
                "lex:DescribeSlot", 
                "lex:DescribeSlotType", 
                "lex:Get*", 
                "lex:ListBotAliases", 
                "lex:ListBotChannels", 
                "lex:ListBotLocales", 
                "lex:ListBots", 
                "lex:ListBotVersions", 
                "lex:ListBuiltInIntents", 
                "lex:ListBuiltInSlotTypes", 
                "lex:ListExports", 
                "lex:ListImports", 
                "lex:ListIntents", 
                "lex:ListSlots", 
                "lex:ListSlotTypes", 
                "lex:ListTagsForResource", 
                "license-manager:Get*", 
                "license-manager:List*", 
                "lightsail:GetActiveNames", 
                "lightsail:GetAlarms", 
                "lightsail:GetAutoSnapshots", 
                "lightsail:GetBlueprints", 
                "lightsail:GetBucketAccessKeys", 
                "lightsail:GetBucketBundles", 
                "lightsail:GetBucketMetricData", 
                "lightsail:GetBuckets", 
                "lightsail:GetBundles", 
                "lightsail:GetCertificates", 
                "lightsail:GetCloudFormationStackRecords", 
                "lightsail:GetContainerAPIMetadata", 
                "lightsail:GetContainerImages", 
                "lightsail:GetContainerServiceDeployments", 
                "lightsail:GetContainerServiceMetricData", 
                "lightsail:GetContainerServicePowers", 
                "lightsail:GetContainerServices", 
                "lightsail:GetDisk", 
                "lightsail:GetDisks", 
                "lightsail:GetDiskSnapshot", 
                "lightsail:GetDiskSnap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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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sail:GetDistributionBundles", 
                "lightsail:GetDistributionLatestCacheReset", 
                "lightsail:GetDistributionMetricData", 
                "lightsail:GetDistributions", 
                "lightsail:GetDomain", 
                "lightsail:GetDomains", 
                "lightsail:GetExportSnapshotRecords", 
                "lightsail:GetInstance", 
                "lightsail:GetInstanceMetricData", 
                "lightsail:GetInstancePortStates", 
                "lightsail:GetInstances", 
                "lightsail:GetInstanceSnapshot", 
                "lightsail:GetInstanceSnapshots", 
                "lightsail:GetInstanceState", 
                "lightsail:GetKeyPair", 
                "lightsail:GetKeyPairs", 
                "lightsail:GetLoadBalancer", 
                "lightsail:GetLoadBalancerMetricData", 
                "lightsail:GetLoadBalancers", 
                "lightsail:GetLoadBalancerTlsCertificates", 
                "lightsail:GetOperation", 
                "lightsail:GetOperations", 
                "lightsail:GetOperationsForResource", 
                "lightsail:GetRegions",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Blueprints",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Bundles",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Events",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LogEvents",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LogStreams",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MetricData",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Parameters",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s",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Snapshot", 
                "lightsail:GetRelationalDatabaseSnapshots", 
                "lightsail:GetStaticIp", 
                "lightsail:GetStaticIps", 
                "lightsail:Is*", 
                "logs:Describe*", 
                "logs:FilterLogEvents", 
                "logs:Get*", 
                "logs:ListTagsLogGroup", 
                "logs:StartQuery", 
                "logs:StopQuery", 
                "logs:TestMetricFilter", 
                "lookoutvision:DescribeDataset", 
                "lookoutvision:DescribeModel", 
                "lookoutvision:DescribeProject", 
                "lookoutvision:ListDatasetEntries", 
                "lookoutvision:ListModels", 
                "lookoutvision:ListProjects", 
                "lookoutvision:ListTagsForResource", 
                "machinelearning:Describe*", 
                "machinelearning:Get*", 
                "macie:ListMemberAccounts", 
                "macie:ListS3Resources", 
                "macie2:BatchGetCustomDataIdentifiers", 
                "macie2:DescribeBuckets", 
                "macie2:DescribeClassificationJob", 
                "macie2:DescribeOrganizationConfiguration", 
                "macie2:GetAdministratorAccount", 
                "macie2:GetBucketStatistics", 
                "macie2:GetClassificationExportConfiguration", 
                "macie2:GetCustomDataIdentifier", 
                "macie2:GetFindings", 
                "macie2:GetFindings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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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ie2:GetFindingsPublicationConfiguration", 
                "macie2:GetFindingStatistics", 
                "macie2:GetInvitationsCount", 
                "macie2:GetMacieSession", 
                "macie2:GetMember", 
                "macie2:GetUsageStatistics", 
                "macie2:GetUsageTotals", 
                "macie2:ListClassificationJobs", 
                "macie2:ListCustomDataIdentifiers", 
                "macie2:ListFindings", 
                "macie2:ListFindingsFilters", 
                "macie2:ListInvitations", 
                "macie2:ListMembers", 
                "macie2:ListOrganizationAdminAccounts", 
                "macie2:ListTagsForResource", 
                "macie2:SearchResources", 
                "managedblockchain:GetNetwork", 
                "managedblockchain:GetProposal", 
                "managedblockchain:GetMember", 
                "managedblockchain:GetNode", 
                "managedblockchain:ListNetworks", 
                "managedblockchain:ListProposals", 
                "managedblockchain:ListProposalVotes", 
                "managedblockchain:ListInvitations", 
                "managedblockchain:ListMembers", 
                "managedblockchain:ListNodes", 
                "managedblockchain:ListTagsForResource", 
                "mediaconnect:DescribeFlow", 
                "mediaconnect:DescribeOffering", 
                "mediaconnect:DescribeReservation", 
                "mediaconnect:ListFlows", 
                "mediaconvert:DescribeEndpoints", 
                "mediaconvert:Get*", 
                "mediaconvert:List*", 
                "mediapackage:Describe*", 
                "mediapackage:List*", 
                "mediastore:DescribeContainer", 
                "mediastore:DescribeObject", 
                "mediastore:GetContainerPolicy", 
                "mediastore:GetCorsPolicy", 
                "mediastore:GetLifecyclePolicy", 
                "mediastore:GetMetricPolicy", 
                "mediastore:GetObject", 
                "mediastore:ListContainers", 
                "mediastore:ListItems", 
                "mediastore:ListTagsForResource", 
                "mgh:Describe*", 
                "mgh:GetHomeRegion", 
                "mgh:List*", 
                "mgn:DescribeJobLogItems", 
                "mgn:DescribeJobs", 
                "mgn:DescribeReplicationConfigurationTemplates", 
                "mgn:DescribeSourceServers", 
                "mgn:GetLaunchConfiguration", 
                "mgn:GetReplicationConfiguration", 
                "mobileanalytics:Get*", 
                "mobilehub:Describe*", 
                "mobilehub:Export*", 
                "mobilehub:Generate*", 
                "mobilehub:Get*", 
                "mobilehub:List*", 
                "mobilehub:Validate*", 
                "mobilehub:Verify*", 
                "mobiletargeting:Get*", 
                "mobiletargeting:List*", 
                "monitron:GetProject", 

10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AWS Control Tower ConfigRecorderRole

                "monitron:GetProjectAdminUser", 
                "monitron:ListProjects", 
                "monitron:ListTagsForResource", 
                "mq:Describe*", 
                "mq:List*", 
                "network-firewall:DescribeFirewall", 
                "network-firewall:DescribeFirewallPolicy", 
                "network-firewall:DescribeLoggingConfiguration", 
                "network-firewall:DescribeResourcePolicy", 
                "network-firewall:DescribeRuleGroup", 
                "network-firewall:ListFirewallPolicies", 
                "network-firewall:ListFirewalls", 
                "network-firewall:ListRuleGroups", 
                "network-firewall:ListTagsForResource", 
                "networkmanager:DescribeGlobalNetworks", 
                "networkmanager:GetConnections", 
                "networkmanager:GetCustomerGatewayAssociations", 
                "networkmanager:GetDevices", 
                "networkmanager:GetLinkAssociations", 
                "networkmanager:GetLinks", 
                "networkmanager:GetSites", 
                "networkmanager:GetTransitGatewayConnectPeerassociations", 
                "networkmanager:GetTransitGatewayRegistrations", 
                "opsworks-cm:Describe*", 
                "opsworks-cm:List*", 
                "opsworks:Describe*", 
                "opsworks:Get*", 
                "organizations:Describe*", 
                "organizations:List*", 
                "outposts:Get*", 
                "outposts:List*", 
                "personalize:Describe*", 
                "personalize:Get*", 
                "personalize:List*", 
                "pi:DescribeDimensionKeys", 
                "pi:GetDimensionKeyDetails", 
                "pi:GetResourceMetrics", 
                "polly:Describe*", 
                "polly:Get*", 
                "polly:List*", 
                "polly:SynthesizeSpeech", 
                "proton:GetEnvironment", 
                "proton:GetEnvironmentTemplate", 
                "proton:GetEnvironmentTemplateVersion", 
                "proton:GetService", 
                "proton:GetServiceInstance", 
                "proton:GetServiceTemplate", 
                "proton:GetServiceTemplateVersion", 
                "proton:ListEnvironmentAccountConnections", 
                "proton:ListEnvironments", 
                "proton:ListEnvironmentTemplates", 
                "proton:ListServiceInstances", 
                "proton:ListServices", 
                "proton:ListServiceTemplates", 
                "proton:ListTagsForResource", 
                "qldb:DescribeJournalS3Export", 
                "qldb:DescribeLedger", 
                "qldb:GetBlock", 
                "qldb:GetDigest", 
                "qldb:GetRevision", 
                "qldb:ListJournalS3Exports", 
                "qldb:ListJournalS3ExportsForLedger", 
                "qldb:ListLedgers", 
                "qldb:ListTagsForResource", 
                "ram:Get*", 
                "ram: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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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s:Describe*", 
                "rds:Download*", 
                "rds:List*", 
                "redshift:Describe*", 
                "redshift:GetReservedNodeExchangeOfferings", 
                "redshift:View*", 
                "rekognition:CompareFaces", 
                "rekognition:Detect*", 
                "rekognition:List*", 
                "rekognition:Search*", 
                "resource-groups:Get*", 
                "resource-groups:List*", 
                "resource-groups:Search*", 
                "robomaker:BatchDescribe*", 
                "robomaker:Describe*", 
                "robomaker:Get*", 
                "robomaker:List*", 
                "route53-recovery-cluster:Get*", 
                "route53-recovery-control-config:Describe*", 
                "route53-recovery-control-config:List*", 
                "route53-recovery-readiness:Get*", 
                "route53-recovery-readiness:List*", 
                "route53:Get*", 
                "route53:List*", 
                "route53:Test*", 
                "route53domains:Check*", 
                "route53domains:Get*", 
                "route53domains:List*", 
                "route53domains:View*", 
                "route53resolver:Get*", 
                "route53resolver:List*", 
                "s3-object-lambda:GetObject", 
                "s3-object-lambda:GetObjectAcl", 
                "s3-object-lambda:GetObjectLegalHold", 
                "s3-object-lambda:GetObjectRetention", 
                "s3-object-lambda:GetObjectTagging", 
                "s3-object-lambda:GetObjectVersion", 
                "s3-object-lambda:GetObjectVersionAcl", 
                "s3-object-lambda:GetObjectVersionTagging", 
                "s3-object-lambda:ListBucket", 
                "s3-object-lambda:ListBucketMultipartUploads", 
                "s3-object-lambda:ListBucketVersions", 
                "s3-object-lambda:ListMultipartUploadParts", 
                "s3:DescribeJob", 
                "s3:Get*", 
                "s3:List*", 
                "sagemaker:Describe*", 
                "sagemaker:GetSearchSuggestions", 
                "sagemaker:List*", 
                "sagemaker:Search", 
                "savingsplans:DescribeSavingsPlanRates", 
                "savingsplans:DescribeSavingsPlans", 
                "savingsplans:DescribeSavingsPlansOfferingRates", 
                "savingsplans:DescribeSavingsPlansOfferings", 
                "savingsplans:ListTagsForResource", 
                "schemas:Describe*", 
                "schemas:Get*", 
                "schemas:List*", 
                "schemas:Search*", 
                "sdb:Get*", 
                "sdb:List*", 
                "sdb:Select*", 
                "secretsmanager:Describe*", 
                "secretsmanager:GetResourcePolicy", 
                "secretsmanager:List*", 
                "securityhub:De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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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hub:Get*", 
                "securityhub:List*", 
                "serverlessrepo:Get*", 
                "serverlessrepo:List*", 
                "serverlessrepo:SearchApplications", 
                "servicecatalog:Describe*", 
                "servicecatalog:GetApplication", 
                "servicecatalog:GetAttributeGroup", 
                "servicecatalog:List*", 
                "servicecatalog:Scan*", 
                "servicecatalog:Search*", 
                "servicediscovery:Get*", 
                "servicediscovery:List*", 
                "servicequotas:GetAssociationForServiceQuotaTemplate", 
                "servicequotas:GetAWSDefaultServiceQuota", 
                "servicequotas:GetRequestedServiceQuotaChange", 
                "servicequotas:GetServiceQuota", 
                "servicequotas:GetServiceQuotaIncreaseRequestFromTemplate", 
                "servicequotas:ListAWSDefaultServiceQuotas", 
                "servicequotas:ListRequestedServiceQuotaChangeHistory", 
                "servicequotas:ListRequestedServiceQuotaChangeHistoryByQuota", 
                "servicequotas:ListServiceQuotaIncreaseRequestsInTemplate", 
                "servicequotas:ListServiceQuotas", 
                "servicequotas:ListServices", 
                "ses:Describe*", 
                "ses:Get*", 
                "ses:List*", 
                "shield:Describe*", 
                "shield:Get*", 
                "shield:List*", 
                "signer:DescribeSigningJob", 
                "signer:GetSigningPlatform", 
                "signer:GetSigningProfile", 
                "signer:ListProfilePermissions", 
                "signer:ListSigningJobs", 
                "signer:ListSigningPlatforms", 
                "signer:ListSigningProfiles", 
                "signer:ListTagsForResource", 
                "snowball:Describe*", 
                "snowball:Get*", 
                "snowball:List*", 
                "sns:Check*", 
                "sns:Get*", 
                "sns:List*", 
                "sqs:Get*", 
                "sqs:List*", 
                "sqs:Receive*", 
                "ssm-contacts:DescribeEngagement", 
                "ssm-contacts:DescribePage", 
                "ssm-contacts:GetContact", 
                "ssm-contacts:GetContactChannel", 
                "ssm-contacts:ListContactChannels", 
                "ssm-contacts:ListContacts", 
                "ssm-contacts:ListEngagements", 
                "ssm-contacts:ListPageReceipts", 
                "ssm-contacts:ListPagesByContact", 
                "ssm-contacts:ListPagesByEngagement", 
                "ssm-incidents:GetIncidentRecord", 
                "ssm-incidents:GetReplicationSet", 
                "ssm-incidents:GetResourcePolicies", 
                "ssm-incidents:GetResponsePlan", 
                "ssm-incidents:GetTimelineEvent", 
                "ssm-incidents:ListIncidentRecords", 
                "ssm-incidents:ListRelatedItems", 
                "ssm-incidents:ListReplicationSets", 
                "ssm-incidents:ListResponse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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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incidents:ListTagsForResource", 
                "ssm-incidents:ListTimelineEvents", 
                "ssm:Describe*", 
                "ssm:Get*", 
                "ssm:List*", 
                "sso-directory:Describe*", 
                "sso-directory:List*", 
                "sso-directory:Search*", 
                "sso:Describe*", 
                "sso:Get*", 
                "sso:List*", 
                "sso:Search*", 
                "states:Describe*", 
                "states:GetExecutionHistory", 
                "states:List*", 
                "storagegateway:Describe*", 
                "storagegateway:List*", 
                "sts:GetAccessKeyInfo", 
                "sts:GetCallerIdentity", 
                "sts:GetSessionToken", 
                "support:DescribeCases", 
                "swf:Count*", 
                "swf:Describe*", 
                "swf:Get*", 
                "swf:List*", 
                "synthetics:Describe*", 
                "synthetics:Get*", 
                "synthetics:List*", 
                "tag:Get*", 
                "timestream:DescribeDatabase", 
                "timestream:DescribeEndpoints", 
                "timestream:DescribeTable", 
                "timestream:ListDatabases", 
                "timestream:ListMeasures", 
                "timestream:ListTables", 
                "timestream:ListTagsForResource", 
                "transcribe:Get*", 
                "transcribe:List*", 
                "transfer:Describe*", 
                "transfer:List*", 
                "transfer:TestIdentityProvider", 
                "trustedadvisor:Describe*", 
                "waf-regional:Get*", 
                "waf-regional:List*", 
                "waf:Get*", 
                "waf:List*", 
                "wafv2:CheckCapacity", 
                "wafv2:Describe*", 
                "wafv2:Get*", 
                "wafv2:List*", 
                "workdocs:CheckAlias", 
                "workdocs:Describe*", 
                "workdocs:Get*", 
                "worklink:Describe*", 
                "worklink:List*", 
                "workmail:Describe*", 
                "workmail:Get*", 
                "workmail:List*", 
                "workmail:Search*", 
                "workspaces:Describe*", 
                "xray:BatchGet*", 
                "xray:Get*" 
            ],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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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신뢰 관계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onfig.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AWS Control Tower 타워가 비관리형 OU 및 계정에
서AWS Config 규칙을 집계하는 방법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은 외부AWS Config 규칙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직 수준의 애그리게
이터를 생성하므로 AWS Control Tower는 관리되지 않는 계정에 액세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은 특정 계정에 대해 외부에서 생성한AWS Config 규칙의 수를 보여 주고,AWS Config 콘솔로 연
결하면 해당 외부 규칙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AWS Control Tower는 조직을 설명하고 해
당 조직에 속한 계정을 나열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진 역할을 추가합니다.
AWSControlTowerConfigAggregatorRoleForOrganizations역할에
는AWSConfigRoleForOrganizations 관리형 정책과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
다config.amazonaws.com.

역할에 연결된 IAM 정책 (JSON 아티팩트) 은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ListAWSServiceAccessForOrganization" 
         ], 
       "Resource": "*" 
      } 
    ] 
  }

다음은AWSControlTowerConfigAggregatorRoleForOrganizations 신뢰 관계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onfig.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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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on": "sts:AssumeRole" 
      } 
    ] 
  }
}

관리 계정에 이 기능을 배포하기 위해 관리형 정책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추가됩니다. 관
리형 정책은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AWS Config 애그리게이터를 만들 
때AWSControlTowerAdmin 역할에서 사용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onfig:PutConfigurationAggregator", 
          "config:DeleteConfigurationAggregator", 
          "iam:PassRole" 
          ], 
        "Resource": [ 
          "arn:aws:iam:::role/service-role/
AWSControlTowerConfigAggregatorRoleForOrganizations", 
          "arn:aws:config:::config-aggregator/" 
          ] 
        }, 
      { 
        "Effect": "Allow", 
        "Action": "organizations:EnableAWSServiceAccess", 
        "Resource": "*" 
      } 
    ]
}

새 리소스 생성:AWSControlTowerConfigAggregatorRoleForOrganizations 및aws-
controltower-ConfigAggregatorForOrganizations

준비가 되면 계정을 개별적으로 등록하거나 OU를 등록하여 그룹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등록한 후 
규칙을 생성하면 AWS Control Tower가 새 규칙을 감지합니다.AWS Config 애그리게이터는 외부 규칙의 수
를 표시하고 계정에 대한 각 외부 규칙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는AWS Config 콘솔 링크를 제공합니다. AWS 
Config콘솔과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에 적절한 컨트롤을 활성화했는지 확인하십
시오.

Note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집계된AWS Config 규칙 목록에 직접 연결하려면 관리 계정의 홈 리
전에 있는AWS Config Config Recorder 및 전송 채널을 사용하여 콘솔을 구성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감사 계정의 프로그래밍 방식 
역할 및 신뢰 관계

감사 계정에 로그인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다른 계정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감사 계정을 
이용해 다른 계정에 수동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 계정을 사용하면AWS Lambda 함수에만 부여되는 일부 역할을 통해 다른 계정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이러한 역할은 다른 역할과 신뢰 관계를 갖습니다. 즉, 역할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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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스택 세트는 감사 계정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래밍 전용 교차 계정 역할을StackSet-
AWSControlTowerBP-BASELINE-ROLES 생성합니다.

• aws-컨트롤 타워-AdministratorExecutionRole
• aws-컨트롤 타워-AuditAdministratorRole
• aws-컨트롤 타워-ReadOnlyExecutionRole
• aws-컨트롤 타워-AuditReadOnlyRole

ReadOnlyExecutionRole:이 역할을 통해 감사 계정은 전체 조직의 Amazon S3 버킷에 있는 객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메타데이터 액세스만 허용하는SecurityAudit 정책과는 대조적입니다).

aws-컨트롤 타워-AdministratorExecutionRole:

• 관리자 권한 보유
• 콘솔에서는 가정할 수 없습니다.
• 감사 계정에서의 역할만 맡을 수 있습니다.aws-controltower-AuditAdministratorRole

다음 아티팩트는 에 대한 트러스트 관계를 보여줍니다aws-controltower-
AdministratorExecutionRole. 플레이스홀더 번호는012345678901 감사 계정Audit_acct_ID 번호
로 대체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012345678901:role/aws-controltower-AuditAdministratorRole" 
      }, 
      "Action": "sts:AssumeRole" 
    } 
  ]
}

aws-컨트롤 타워-AuditAdministratorRole:

• AWSLambda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자열 로그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Amazon S3 객체에 대해 읽기 (Get) 및 쓰기 (Put) 작업을 수행할 권

한이 있습니다.

첨부된 정책:

1. AWSLambdaExecute—AWS 관리형 정책

2. AssumeRole-aws-컨트롤타워-AuditAdministratorRole — 인라인 정책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
성한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 
 "Resource":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AdministratorExecution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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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 
   ]
}

다음 아티팩트는 에 대한 신뢰 관계를 보여줍니다aws-controltower-AuditAdministratorRole.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lambda.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aws-컨트롤 타워-ReadOnlyExecutionRole:

• 콘솔에서는 가정할 수 없습니다.
• 감사 계정에서 다른 역할만 맡을 수 있습니다. 바로AuditReadOnlyRole

다음 아티팩트는 에 대한 트러스트 관계를 보여줍니다aws-controltower-ReadOnlyExecutionRole. 
플레이스홀더 번호는012345678901 감사 계정Audit_acct_ID 번호로 대체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012345678901:role/aws-controltower-AuditReadOnlyRole " 
      }, 
      "Action": "sts:AssumeRole" 
    } 
  ]
}

aws-컨트롤 타워-AuditReadOnlyRole:

• AWSLambda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자열 로그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Amazon S3 객체에 대해 읽기 (Get) 및 쓰기 (Put) 작업을 수행할 권

한이 있습니다.

첨부된 정책:

1. AWSLambdaExecute—AWS 관리형 정책

2. AssumeRole-aws-컨트롤타워-AuditReadOnlyRole — 인라인 정책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
한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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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on": [ 
  "sts:AssumeRole" 
 ], 
 "Resource":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ReadOnlyExecutionRole" 
 ], 
 "Effect": "Allow" 
   } 
  ]
}

다음 아티팩트는 에 대한 신뢰 관계를 보여줍니다aws-controltower-AuditAdministratorRole.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lambda.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IAM 역할을 사용한 자동화된 계정 프로비저닝
Account Factory 계정을 보다 자동화된 방식으로 구성하려면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멤버 계정
에서의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을 담당하는 Lambda 함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관리 계
정은 역할을 사용하여 각 구성원 계정에서 원하는 구성 단계를 수행합니다.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할 ID에는 다음과 같은 IAM 권한 정책
과 함께 포함되어야AWSServiceCatalogEndUserFullAccess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WSControlTowerAccountFactoryAccess", 
            "Effect": "Allow", 
            "Action": [ 
                "sso:GetProfile", 
                "sso:CreateProfile", 
                "sso:UpdateProfile", 
                "sso:AssociateProfile", 
                "sso:CreateApplicationInstance", 
                "sso:GetSSOStatus", 
                "sso:GetTrust", 
                "sso:CreateTrust", 
                "sso:UpdateTrust", 
                "sso:GetPeregrineStatus", 
                "sso:GetApplicationInstance", 
                "sso:ListDirectoryAssociations", 
                "sso:ListPermissionSets", 
                "sso:GetPermissionSet", 
                "sso:ProvisionApplicationInstanceForAWSAccount", 
                "sso:ProvisionApplicationProfileForAWSAccountInstance", 
                "sso:ProvisionSAML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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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ListProfileAssociations", 
                "sso-directory:ListMembersInGroup", 
                "sso-directory:AddMemberToGroup", 
                "sso-directory:SearchGroups", 
                "sso-directory:SearchGroupsWithGroupName", 
                "sso-directory:SearchUsers", 
                "sso-directory:CreateUser", 
                "sso-directory:DescribeGroups", 
                "sso-directory:DescribeDirectory", 
                "sso-directory:GetUserPoolInfo", 
                "controltower:CreateManagedAccount", 
                "controltower:DescribeManagedAccount", 
                "controltower:DeregisterManagedAccount", 
                "s3:GetObject",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sso:DescribeRegisteredRegions" 
            ], 
            "Resourc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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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WS Control Tower는 다음 리전용 다음AWS 리전에서 지원됩니다.

•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 미국 동부(오하이오)
• 미국 서부(오레곤)
• 캐나다(중부)
•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 유럽(프랑크푸르트)
• 유럽(아일랜드)
• Europe (London)
• 유럽(스톡홀름)
•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 아시아 태평양(서울)
• 아시아 태평양(도쿄)
• 유럽(파리)
• 남아메리카(상파울루)
•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 아시아 태평양(홍콩)
• 아시아 태평양(자카르타)
• 아시아 태평양(오사카)
• 유럽(밀라노)
• 아프리카(케이프타운)
• 중동(바레인)

홈 정보 지역

landing zone 존을 생성하면AWS 관리 콘솔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리전이 AWS Control Tower 타워의 
홈AWS 리전이 됩니다. 생성 프로세스 중에 일부 리소스가 홈 리전에 프로비저닝됩니다. OU 및AWS 계정과 
같은 기타 리소스는 전 세계에 있습니다.

홈 리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어 및 지역

현재 모든 예방 통제는 전 세계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Detective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지
원되는 지역에서만 작동합니다. 새 지역에서 AWS Control Tower를 활성화할 때의 제어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구성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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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구성
이 섹션에서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새 리전으로 확장하거나 landing zone 구성에서AWS 
리전을 제거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동작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작업은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업
데이트 기능을 통해 수행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워크로드 실행이 필요하지 않은AWS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리전을 옵트아웃한다고 해서 해당 리전에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해당 리소스는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새 리전을 구성하는 동안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합니다. 즉, landing zone 존을
기준으로 랜딩 존을 설정합니다.

• 새로 선정된 모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
• 선택되지 않은 지역의 자원 관리를 중단할 것입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조직 단위 (OU) 내의 개별 계정은 이 landing zone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일부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OU를 다시 등록하여 계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구성 시 다음 권장 사항 및 제한 사항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AWS리소스 또는 워크로드를 호스팅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 리전을 옵트아웃한다고 해서 해당 리전에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리소스는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새 지역에 대한 landing zone 존을 구성할 때 AWS Control Tower 탐정 컨트롤은 다음 규칙을 준수합니다.

• 기존 요소의 가드레일 동작은 동일하게 유지. 기존 계정, 기존 OU 및 기존 리전의 감지 및 방지 가드레일 
동작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업데이트되지 않은 계정이 포함된 기존 OU에는 새로운 탐지 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새 리전으로 구성한 경우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기존 OU의 
기존 계정을 업데이트해야 해당 OU 및 계정에 새로운 탐지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즉시 기존 탐정 컨트롤이 새로 구성된 지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새 리전을 구성한 다음 계정을 업데이트하면 OU에서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탐지 컨트롤이 새로 구성된 리전의 해당 계정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AWS Control Tower 구성

1. 다음 에서 AWS Control Tower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2. 왼쪽 창 탐색 메뉴에서 랜딩 존 설정을 선택합니다.
3. 랜딩 존 설정 페이지의 세부 정보 섹션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 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새 지역을 

관리하거나 지역을 거버넌스에서 제거하려면 최신 landing zone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landing 
zone 업데이트 워크플로로 이동합니다.

4. 거버넌스를 위한 추가AWS 지역에서 관리 (또는 관리 중지) 하려는 지역을 검색합니다. 주 열에는 현재 
통치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표시됩니다.

5. 관리할 각 추가 지역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거버넌스를 제거할 각 지역의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십시
오.

Note

리전을 관리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해당 리전에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지만 해당 리소스
는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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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머지 워크플로를 완료한 다음 landing zone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7. landing zone 설정이 완료되면 OU를 다시 등록하여 새 지역의 계정을 업데이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OU 및 계정 업데이트 시기 (p. 200)을 참조하세요.

새 지역을 구성한 후 개별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또 다른 방법은 Service Catalog Catalog
의 AP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계정을 일괄 프로세스로AWS CLI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
동화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p. 43)을 참조하세요.

AWS옵트인 리전용 리전용 리전용 리전용
대부분의 지역이 기본적으로AWS 리전AWS 계정 활성화되지만 특정 지역은 수동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
화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지역을 옵트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성하자마자 기본적으로 활성
화되는 지역을 상용 지역 또는 간단히 지역이라고 합니다.AWS 계정

옵트인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이후에AWS 리전 도입된 모든 지역
은 옵트인 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옵트인 리전은 옵트인 리전에서 활성화된 계정을 통한 IAM 데이터 공유와 
관련하여 상용 리전보다 보안 요구 사항이 더 높습니다. IAM 서비스를 통해 관리되는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 
그룹, 역할, 정책, ID 공급자, 관련 데이터 (예: X.509 서명 인증서 또는 컨텍스트별 자격 증명) 및 기타 계정 
수준 설정 (예: 암호 정책 및 계정 별칭) 을 비롯한 ID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landing zone 설정 중에 옵트인 지역을 선택하여 자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은 선택한 
모든 지역에서 활성화됩니다.

옵트인 지역을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으로 선택하려는 경우 먼저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
한 후 리전 활성화의 단계에 따라 활성화하십시오. 옵트인 지역에서 기존 로그 아카이브 및 감사 계정을 가져
오려면 먼저 해당 지역을 수동으로 활성화하세요.

AWS옵트인 리전에는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할 수 있는 7개 리전이 포함됩니다.

•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리전, us-west-1
• 아시아 태평양 (홍콩) 리전, ap-east-1
• 아시아 태평양 (자카르타) 리전 ap-south-3
• 아시아 태평양 (오사카) 리전 ap-northe
• 유럽 (밀라노) 리전, eu-south-1
•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리전, af-south-1
• 중동 (바레인) 리전, me-south-1

AWS Control Tower에는 옵트인 리전과 상용 리전에서 다르게 작동하는 몇 가지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어 제한 (p. 27)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옵트인 지역에 워크로드를 배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
지 고려 사항입니다.

관리 또는 활성화?

리전 관리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작업이므로 리전에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옵트인 리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는AWS 콘솔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
른 작업으로, 계정에 리전이 열리므로 리전에 리소스와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행동 고려 사항

• 옵트인 지역을 관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관리되는 옵트인 지역을 비활성화 (옵트아웃) 하지 않는 것이 좋습
니다. 이는 워크로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WS Control Tower는 AWS Control Tower 콘
솔 내에서 관리 지역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AWS Control Tower 외부의 소스 (예:AWS 결
제 콘솔 또는AWS SDK) 에서 관리 지역을 비활성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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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ntrol Tower는 거버넌스를 옵트인 리전으로 확장하면 모든 멤버 계정에서 해당 리전을 활성화 (옵
트인) 합니다. 거버넌스에서 지역을 제거해도 AWS Control Tower는 회원 계정에서 해당 지역을 비활성화 
(옵트아웃) 하지 않습니다.

• 리전 선택을 취소하는 동안 AWS Control Tower는AWS 결제 콘솔 또는AWS SDK와 같은 AWS Control 
Tower 외부의 소스에서 해당 리전을 수동으로 비활성화한 경우 옵트인 리전에서 리소스 제거를 건너뛰게 
됩니다. 비활성화한 지역에서 리소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리소스에 대해 예상
치 못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landing zone 존이 사용 중지되면 AWS Control Tower는 옵트인 리전을 비롯한 모든 관리 대상 리전의 리
소스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옵트인 지역을 비활성화하지 않습니다. 해체 후 추
가 단계로 옵트인 지역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홈 지역이 옵트인 지역이고 기존 계정을 Log Archive 및 Audit 계정으로 등록하려면 먼저 옵트인 지역을 
landing zone 존의 홈 지역으로 선택하기 전에 옵트인 지역을 수동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가 옵트인 지역을 홈 리전으로 설정하고 다른 리전의AWS 콘솔에서 AWS Control 
Tower 서비스를 방문하는 경우 콘솔이 자동으로 홈 리전으로 리디렉션되지 않습니다.

• 기본 API에는 용량 제한이 있어 지역, 계정 수 및 서비스 로드에 따라 지연 시간이 몇 분에서 몇 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워크로드를 실행할AWS 리전 지역에만 옵트인하고 한 번에 한 지역
씩 옵트인하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및 제어에 대한 중요한 제한

• 현재 옵트인 리전에서 지원되지 않는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을 활성화한 경우, 해당 리전에서 컨트롤
이 지원될 때까지 해당 옵트인 리전으로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려면 제어 제한 (p. 27) 섹션을 참조하세요.

•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특정 컨트롤이 지원되지 않는 옵트인 리전으로 확장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모든 리전에서 컨트롤이 지원될 때까지 어떤 리전에서도 해당 컨트롤
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제어 제한 (p. 27)

• 옵트인 리전을 포함하여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는 22개 상용 리전이 모두 활성화되면 거버
넌스를 OU로 확장할 때 조직 단위 (OU) 당 계정 수에 대한 상한선이 줄어듭니다. 한도는 300개 계정 대신 
220개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StackSet 한계 때문입니다. 220개 이상의 계정을 가진 OU로 거버넌스를 확
장해야 하는 경우 활성화된 지역 수를 줄이십시오.

지역 거부 제어 구성
지역 거부 제어는 특정 OU가 아닌 landing zone 전체에 적용되므로 고유한 기능입니다. 지역 거부 제어를 구
성하려면 랜딩 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설정 수정을 선택합니다.

• 이 설정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활성화되면 이 컨트롤은 등록된 모든 OU에 적용됩니다.
• 이 컨트롤은 개별 OU에 대해 구성할 수 없습니다.

Note

지역 거부 제어를 활성화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기존 리소스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제어를 적용한 
후에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컨트롤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는 거부된 지역에 
리소스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지역 거부 제어는 AWS Control Tower 지역 구성에 따라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합니다. 관리 안 
됨 상태인AWS 지역에 대한 액세스는 거부됩니다. 지역 거부 제어는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액세스도 거부합니다. 홈 지역에 대한 액세스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IAM 및AWS Organizations 
같은 특정 글로벌AWS 서비스는 지역 거부 제어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청된AWS 리전에AWS 따
라 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 (p. 952) 단원을 참조하세요.

114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rande-manage.html#rande-manage-enable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지역 거부 제어 구성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계층 구조에서 등록된 모든 최상위 OU에 적용되며 체인의 하위 OU에 상속됩니다. 제
어를 제거하면 등록된 모든 OU에서 제어가 제거되고, AWS Control Tower의 모든 비관리 지역은 관리되지 
않음 상태로 유지되며,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제어 이름: 요청된AWS 지역에AWS 따라 액세스 거부
• 가드레일 설명: 지정된 지역 이외의 글로벌 및 지역 서비스에서 목록에 없는 작업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은 예방 지침이 포함된 선택적 제어입니다.

지역 거부 제어 SCP의 템플릿을 보려면 AWS Control Tower 가드레일 참조를 참조하십시오요청된AWS 
리전에AWS 따라 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 (p. 952). AWS Control Tower SCP는 SCP의 SCP와AWS 
Organizations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서비스 페이지에서 지역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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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계정 프
로비저닝 및 관리

이 장에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서 멤버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개요 및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AWS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기 위한 개요 및 절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AWS 계정 Tower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보기 (p. 117). AWS Control Tower에 여러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

Note

프로비전, 업데이트 및 등록을 포함하여 계정 관련 작업을 최대 5개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
다.

프로비저닝을 위한 메서드
AWS Control Tower는 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부 메서드
는 주로 콘솔 기반이고 일부 메서드는 주로 자동화됩니다.

개요

회원 계정을 만드는 표준 방법은 Service Catalog 일부인 콘솔 기반 제품인 Account Factory를 사용하는 것입
니다. landing zone 존이 유휴 상태가 아닌 경우 계정 생성을 사용하여 콘솔에서 새 계정을 추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계정을 등록하여 기존AWS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기본 설정에 따라 기본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 사용 사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용자 지정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FC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 계정을 프로비저닝하
는 방법으로, 계정의 사용자 지정 및 배포를 자동화합니다. 몇 번의 설정 단계를 거치면 콘솔 기반의 자동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므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파이프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으로 계정 사용자 지정 (p. 140)을 참조하세요.

콘솔 기반 메서드:

• Service Catalog 일부인 Account Factory 콘솔을 통해 기본 계정 또는 사용자 지정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비전 및 관리 (p. 133)를 참조하세요.

• landing zone 존이 드리프트 상태가 아닌 경우 AWS Control Tower 내의 등록 계정 기능을 통해 기존 계정 
등록 (p. 122)를 참조하세요.

• Account Factory에서 동시에 최대 5개의 계정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방법:

• Lambda 코드: AWS Control Tower 랜딩 존의 관리 계정에서 Lambda 코드 및 적절한 IAM 역할을 사용합
니다. IAM 역할을 사용한 자동화된 계정 프로비저닝 (p. 109)를 참조하세요.

• Terraform: 계정 팩토리 및 모델을 사용하여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GitOps 모
델을 사용하는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p. 149)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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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ntrol Tower 콘솔의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설정 단계 이후 맞춤형 계정을 future 프로비저
닝하려면 추가 구성이나 파이프라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정은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을 통해 제공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가 계정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새 계정을 생성한 다음 AWS Control Tower 타워와 Service Catalog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프로비저닝합니다.AWS Organizations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는 단계
는 을 참조하십시오기존 계정 등록 (p. 122).

계정 생성의 비하인드 스토리

1. 예를 들어,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페이지에서 요청을 시작하거나, Service Catalog 콘솔에
서 직접, 또는 Service CatalogProvisionProduct API를 호출하여 요청을 시작합니다.

2. Service Catalog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호출합니다.
3.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첫 단계로AWS OrganizationsCreateAccount API를 호출하는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4. 계정을AWS Organizations 생성한 후 AWS Control Tower는 청사진 및 제어를 적용하여 프로비저닝 프로

세스를 완료합니다.
5. Service Catalog 계속해서 AWS Control Tower를 폴링하여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의 완료를 확인합니다.
6. AWS Control Tower의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Service Catalog Catalog가 계정 상태를 마무리하고 사용자 

(요청자) 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필요한 권한
각 프로비전 및 업데이트 방법에 필요한 권한은 각 섹션에서 각각 설명합니다. 적절한 사용자 그룹 권한이 있
는 제공자는 조직의 모든 계정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선 및 네트워크 구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필요한 권한에 대한 일반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사용 (p. 1003).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역할 및 계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타워가 역할을 활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
법 (p. 85).

계정을 위한 보안

AWS Organizations설명서에서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 및 멤버 계정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
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관리 계정의 모범 사례
• 멤버 계정의 모범 사례

AWS ControlAWS 계정 Tower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

AWS 계정An은 소유한 모든 리소스의 컨테이너입니다. 이러한 리소스에는 해당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
용자를 결정하는 계정에서 허용하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D가 포함됩니다. IAM ID
에는 사용자, 그룹, 역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IAM, 사용자, 역할 및 정책
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타워의 ID 및 액세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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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정 보기

리소스 및 계정 생성 시간

AWS Control Tower는 계정을 생성하거나 등록할 때 Account Factory 템플릿 형식의 리소스 및 landing zone 
기타 리소스를 포함하여 계정에 필요한 최소 리소스 구성을 배포합니다. 이러한 리소스에는 IAM 역할,AWS 
CloudTrail 트레일, Service Catalog 프로비저닝 제품 및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ontrol Tower는 제어 구성에서 요구하는 대로 새 계정이 멤버 계정이 될 OU (조직 단위) 에 리소
스를 배포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사용자 대신 AWS Control Tower에서 사용자 대신 이러한 리소스 배포를 조정합니다. 
배포를 완료하는 데 리소스당 몇 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계정을 만들거나 등록하기 전에 총 시간을 고려하세
요. 계정의 리소스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WS Control Tower 리소스 생성 및 수정 
지침 (p. 37).

내 계정 보기
조직 페이지에는 OU 또는 AWS Control Tower의 등록 상태와 관계없이 조직 내 모든 OU 및 계정이 나열됩
니다. 각 계정이 등록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 계정을 개별적으로 또는 OU 그룹별로 보
고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직 페이지에서 특정 계정을 보려면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Accounts only (Accounts only) 를 선
택한 다음 표에서 계정 이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는 테이블에서 상위 OU의 이름을 선택하고 해당 OU의 세
부 정보 페이지에서 해당 OU 내의 모든 계정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 페이지와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인 계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되지 않음 — 계정이 상위 OU의 구성원이지만 AWS Control Tower에서 완전히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위 OU가 등록된 경우 해당 계정은 등록된 상위 OU에 대해 구성된 예방 제어 기능에 의해 관리되지만 
OU의 탐지 제어는 이 계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위 OU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 계정에는 컨트롤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해당 계정을 거버넌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계정을 상위 OU의 제
어 구성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계정 리소스당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됨 - 계정은 상위 OU에 구성된 컨트롤에 의해 관리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완전히 관리합니
다.

• 등록 실패 — 해당 계정을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등록 실패의 일
반적인 원인 (p. 123)을 참조하세요.

• 업데이트 가능 — 계정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상태의 계정은 아직 등록된 상태이지만 최근 환경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계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단일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
동하여 계정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단일 OU에 이 상태의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OU를 다시 등록하고 해당 계정을 함께 업데이트하도록 선
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계정 정보
AWS ControlAWS 계정 Tower에는 관리 계정, 감사 계정, 로그 아카이브 계정 등 세 가지 특별 계정이 있습니
다. 이러한 계정을 일반적으로 공유 계정이라고 하거나 코어 계정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 사용자 지정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이름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 초기 landing zone 설정 프로세스 중에 기존AWS 계정 계정을 AWS Control Tower 보안 또는 로깅 계정으
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새로운 공유 계정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회성 입니다.)

공유 계정 및 관련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공유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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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계정 정보

기존 보안 계정 또는 로깅 계정을 가져올 때 고려할 사항
AWS Control Tower는 보안 또는 로깅 계정을AWS 계정 수락하기 전에 계정에 AWS Control Tower 요구 사
항과 상충되는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AWS Control Tower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이름
의 로깅 버킷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ontrol Tower는 계정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지 확
인합니다. 예를 들어,AWS Security Token Service (AWS STS) 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계정이 일시 중단되지 
않았는지, AWS Control Tower가 계정 내에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사용자가 제공한 로깅 및 보안 계정에서 기존 리소스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
부 기능을 사용하도록 선택하면 지역AWS 리전 거부 컨트롤이 거부된 지역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
합니다.

관리 계정
이로써 AWS Control Tower 타워가AWS 계정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정의 루트 사용자와 이 계정의 
IAM 사용자 또는 IAM 관리자 사용자는 landing zone 내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Note

모범 사례로, AWS Control Tower 콘솔 내에서 관리 기능을 수행할 때는 이 계정의 루트 사용자 또
는 IAM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대신 관리자 권한이 있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 로그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 및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관리 계정이란 무엇인
가요? (p. 4)

로그 아카이브 계정
로그 아카이브 공유 계정은 landing zone 존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이 계정에는 landing zone 존에 있는 모든 계정의AWS CloudTrail 사본과 다른 모든 계정의AWS Config 로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중앙 Amazon S3 버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정 준수 및 조사를 
담당하는 팀과 관련 보안 또는 감사 도구를 담당하는 팀으로 로그 아카이브 계정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입니
다. 이 계정은 자동화된 보안 감사에 사용하거나 Lambda 함수와 같은 사용자AWS Config Rules 지정을 호스
팅하여 수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 및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로그 아카이
브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p. 6)

Note

이러한 로그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로그는 계정 활동과 관련된 감사 및 규정 준수 조사를 위해 
저장됩니다.

감사 계정
이 공유 계정은 landing zone 존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감사 계정은 landing zone 존의 모든 계정에 대해 감사자 (읽기 전용) 및 관리자 (전체 액세스 권한) 교차 계정 
역할을 가진 보안 및 규정 준수 팀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보안 및 규정 준수 팀은 이러한 역할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지정AWS Config 규칙 Lambda 함수 호스팅과 같은AWS 메커니즘을 통해 감사를 수행합니다.
• 수정 조치와 같은 자동화된 보안 작업을 수행합니다.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서비스를 통해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서비스를 통해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
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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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구성 이벤트 — 이 항목에서는 landing zone 존에 있는 모든 계정의 모든 CloudTrail 계정과AWS 
Config 알림을 집계합니다.

• 보안 알림 집계 — 이 항목에서는 특정 CloudWatch 이벤트,AWS Config Rules 규정 준수 상태 변경 이벤트 
및 GuardDuty 검색 결과의 모든 보안 알림을 집계합니다.

• 드리프트 알림 — 이 항목에서는 landing zone 존의 모든 계정, 사용자, OU 및 SCP에서 발견된 모든 드리
프트 경고를 집계합니다. 드리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
리프트 감지 및 해결 (p. 177).

멤버 계정 내에서 트리거되는 감사 알림은 로컬 Amazon SNS 주제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계정 관리자는 개별 구성원 계정에만 적용되는 감사 알림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모든 
계정 알림을 중앙 감사 계정에 집계하는 동시에 개별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감사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역할 및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감사 계정이란 무엇입니까? (p. 7) 내용은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감사 계정의 프로그래밍 방식 역할 및 신뢰 관계 (p. 106).

Important

감사 계정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는 AWS Control Tower에서AWS 리전 지원하는 모든 이메일에서
AWS알림 — 구독 확인 이메일을 수신합니다. 감사 계정에서 규정 준수 이메일을 받으려면 AWS 
Control Tower에서AWS 리전 지원하는 각 이메일에서 구독 확인 링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멤버 계정에 대해
멤버 계정은 사용자가AWS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이러한 멤버 계정은 Account 
Factory에서 생성하거나, Service Catalog 콘솔에서 관리자 권한이 있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가 생성
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멤버 계정은 생성 시 AWS Control Tower 콘솔에
서 생성되었거나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된 OU에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 주제를 참
조하세요.

•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비전 및 관리 (p. 133)
• AWS Control Tower  (p. 44)
• AWSAWS Organizations사용자 안내서의 Organizations 용어 및 개념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p. 149) 단원도 참조하세
요.

계정 및 제어

회원 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은 등록된 
계정과 등록되지 않은 계정에 다르게 적용되며, 컨트롤은 상속을 기반으로 중첩된 OU의 계정에 적
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항목 등록AWS 계정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이미 관리하는 조직 단위 (OU) 에AWS 계정 등록하면 기존 개인으로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적격 계정은 AWS Control Tower OU와 동일한AWS 
Organizations 조직에 속한 미등록 OU에 있습니다.

Note

초기 landing zone 설정을 제외하고 기존 계정을 감사 또는 로그 아카이브 계정으로 등록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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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먼저 설정하세요

기존 계정을 AWS Control TowerAWS 계정 타워에 등록하려면 먼저 AWS Control Tower 타워가 계정을 관
리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AWS Control Tower는 선택한 조직의 계정에 스택을 
자동으로AWS CloudFormation 배포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간에AWS CloudFormation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AWS Organizations 이 신뢰할 수 있는 액세
스를 통해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은 각 계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계정을 등록하기 전에 각 계정에 이 역할을 추가해야 합니다.

신뢰할AWS CloudFormation 수 있는 액세스가 활성화되면 단일 작업으로 여러 계정 에서 스택을 생성, 업데
이트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AWS 리전 AWS Control Tower는 이러한 신뢰 기능을 활용하므로 기존 계정
을 등록된 조직 단위로 이동하기 전에 기존 계정에 역할과 권한을 적용하여 해당 계정을 거버넌스 하에 둘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AWS CloudFormationStackSets AWS 
CloudFormationStackSets을 참조하십시오AWS Organizations.

계정 등록 중 발생하는 사항
등록 프로세스 중에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다음 스택 세트의 배포를 포함하여 계정에 베이스라인을 설정합니다.
• AWSControlTowerBP-BASELINE-CLOUDTRAIL

• AWSControlTowerBP-BASELINE-CLOUDWATCH

• AWSControlTowerBP-BASELINE-CONFIG

• AWSControlTowerBP-BASELINE-ROLES

• AWSControlTowerBP-BASELINE-SERVICE-ROLES

• AWSControlTowerBP-VPC-ACCOUNT-FACTORY-V1

이러한 스택 세트의 템플릿을 검토하고 기존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또는 AWS Organizations를 통해 계정을 식

별합니다.
• 지정한 OU에 계정을 배치합니다. 보안 상태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현재 OU에 적용된 모든 SCP를 적용

해야 합니다.
• 선택한 OU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SCP를 통해 계정에 필수 제어를 적용합니다.
• 계정의 모든 리소스를 기록하도록AWS Config 활성화하고 구성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탐지 제어를 계정에 적용하는AWS Config 규칙을 추가합니다.

Note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면 새 조직의AWS CloudTrail 트레일이 계정에 적용됩니다. 기
존에 CloudTrail 트레일을 배포한 경우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기 전에 계정에 대한 기존 트레
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복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VPC에 기존 계정 등록
AWS Control Tower는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때와 기존 계정을 등록할 때 
VPC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 새 계정을 만들면 AWS Control Tower는AWS 기본 VPC 자동으로 제거하고 해당 계정에 대한 새 VPC 생
성합니다.

• 기존 계정을 등록하면 AWS Control Tower는 해당 계정에 대해 새 VPC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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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계정을 등록하면 AWS Control Tower는 계정과 연결된 기존 VPC 또는AWS 기본 VPC 제거하지 않습
니다.

Tip

Account Factory를 구성하여 새 계정의 기본 동작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AWS Control Tower에 속
한 조직의 계정에 기본적으로 VPC가 설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계정 생성 (p. 1035)을 참조하세요.

등록을 위한 사전 조건
AWS Control Tower 타워에 계정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전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1. 기존 계정을 등록하려면 등록하려는 계정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2. 계정에AWS Config 구성 레코더 또는 전송 채널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정을AWS CLI 등

록하기 전에 를 통해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AWS Config 리소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기존 리소스가 있는 계정 등록을 참조하세요.

3. 등록하려는 계정은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과 동일한AWS Organizations 조직에 있어야 합니다. 기
존 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이미 등록된 OU의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과 동일한 조직에
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AWS Control Tower에 기존 계정을 등록하려면 먼저 계정에 다음과 같은 역할, 권한 및 신뢰 관계가 있어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실패합니다.

역할 이름: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 권한:AdministratorAccess (AWS관리형 정책)

역할 신뢰 관계: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Management Account ID:root"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 
          ] 
         }

등록을 위한 다른 필수 조건을 확인하려면 AWS Control Tower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에 계정을 등록하면 계정에 AWS Control Tower 조직의AWS CloudTrail 
트레일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CloudTrail 트레일을 배포한 경우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기 전
에 계정에 대한 기존 트레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복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정 등록
계정 등록 기능은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AWS 계정 계정을 등록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등록을 참조하세요AW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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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등록 기능은 landing zone 존이 드리프트 상태가 아닐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이 기능을 보려
면:

•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조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등록하려는 계정의 이름을 찾으세요. 찾으려면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Accounts only

(Accounts only) 를 선택한 다음 필터링된 테이블에서 해당 계정 이름을 찾으세요.
• 계정 등록 단계 (p. 123)섹션에 표시된 대로 개인 계정을 등록하는 단계를 따르세요.

Note

기존 이메일 주소를 등록할AWS 계정 때는 기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계정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정 오류가 발생하면 페이지를 새로 고치고 다시 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랜딩 영역이 드리프트 상태인 경
우 계정 등록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드리프트가 해결될 때까지 Account Factory를 
통해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을 등록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하기 위한 관리자 액세
스 권한과 함께AWSServiceCatalogEndUserFullAccess 정책이 활성화된 사용자의 계정에 로그인해야 
하며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계정은 다른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AWS Service Catalog 및 AWS Control Tower 계정 팩토리
를 통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절차는 AWS Control Tower 또는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해 어카
운트 팩토리 계정 업데이트 및 이전AWS Service Catalog (p. 134) 단원에 나와 있습니다.

계정 등록 단계
기존 계정에 AdministratorAccess권한 (정책) 이 설정되면 다음 단계에 따라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에 개인 계정을 등록하려면

• AWS Control Tower 조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조직 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는 계정을 사용하면 섹션 상단의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은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볼 때 계정 등록 버튼도 표시됩니다.
• 계정 등록을 선택하면 계정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계

정 등록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일부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필요한 IAM 역할을 기존 역할에 수동으로
AWS 계정 추가하고 등록합니다. (p. 126).

• 그런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등록된 OU를 선택합니다. 계정이 이미 등록된 OU에 있는 경우 이 목록에 
OU가 표시됩니다.

• Enroll account(계정 등록)를 선택합니다.
•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을 추가하고 작업을 확인하라는 모달 알림이 표시됩니다.
• 등록을 선택합니다.
• AWS Control Tower에서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로 다시 이동합니다.

등록 실패의 일반적인 원인
• 기존 계정을 등록하려면 등록하려는 계정에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 IAM 보안 주체에는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WS Security Token Service홈 리전 또는 AWS ControlAWS 계정 Tower에서 지원하는 모든 리전에서는 

(AWS STS) 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에서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하는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을 수AWS Service Catalog 있습

니다. 계정을 추가해야 Account Factory에 액세스하여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등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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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자 또는 역할이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지 않은 경우 계정을 추가
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AWS Service Catalog포트폴리오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 루트로 로그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하려는 계정에 잔여AWS Config 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정에는 구성 레코더 또는 전달 채널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등록하려면AWS CLI 먼저 를 통해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 등록 (p. 128) 및 AWS Control Tower사용과의 상호 작용AWS 
CloudShell (p. 46) 단원을 참조하세요.

• 계정이 다른 AWS Control Tower OU를 포함하여 관리 계정을 가진 다른 OU에 속해 있는 경우 다른 OU에 
가입하려면 먼저 현재 OU에서 계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기존 리소스를 원래 OU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등록이 실패합니다.

• 대상 OU의 SCP에서 해당 계정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 계정 프로비전 및 등록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대상 OU의 SCP가 특정 태그가 없는 리소스 생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WS Control Tower는 리소스 태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정 프로비저닝 또는 등록이 실패합니다. 도
움이 필요하면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AWS Support.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등록할 때 AWS Control Tower가 역할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타워가 역할을 활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 (p. 85).

Tip

기존 OU가 등록 필수 조건을AWS 계정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록 OU를 설정하고 해당
OU에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계정을 원하는 OU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에 실패할 경우 다른 계정이나 OU는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계정과 해당 구성이 AWS Control Tower와 호환되는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섹션에서 권장하는 모범 사
례를 따를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계정 등록에 대한 2단계 접근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먼저,AWS Config 적합성 팩을 사용하여 일부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이 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등록이 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AWS 
Config적합성 팩을 사용한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 확장을 참조하십시오.

• 그런 다음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예기치 않은 결과 없이 계정을 등록
할 수 있으므로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더 원활해집니다.

• 평가를 완료한 후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용으로 만든AWS 
Config 전송 채널 및 구성 레코더를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성공적으
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Note

적합성 팩은 계정이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된 OU에 있지만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지원하지 않는AWS 지역 내에서 워크로드가 실행되는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적합성 팩을 사용하
여 AWS Control Tower가 배포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계정의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에 등록할 수 있는 계정이 동일한 전체 조직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기억하십시오. 계정 등록을 위한 이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다음 준비 단계에 따라 계정을 
AWS Control Tower와 동일한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AWS Control Tower 타워와 동일한 조직으로 가져오기 위한 준비 단계

1. 기존 조직에서 계정을 삭제하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결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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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계정을 AWS Control Tower 조직에 가입하도록 초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의 기관에 가입할AWS 계정 초대를 참조하십시오.

3. 초대를 수락합니다. 계정은 조직의 루트에 표시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정을 AWS Control Tower와 동
일한 조직으로 이동하고 SCP와 통합 결제를 설정합니다.

Tip

계정이 이전 조직에서 삭제되기 전에 새 조직에 대한 초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계정이 공식적으로 
기존 조직에서 탈퇴하면 초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단계:

1. 필요한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생성합니다.
2. 기본 VPC를 삭제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 사항입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기존 기본 VPC를 변

경하지 않습니다.)
3. 또는 를 통해 기존AWS Config 구성 레코더 또는 전달 채널을AWS CLI 삭제하거나AWS CloudShell 수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상태에 대한 예제AWS Config CLI 명령 (p. 125) 및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 등록 (p. 1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준비 단계를 완료한 후 계정을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계정 
등록 단계 (p. 123)을 참조하세요. 이 단계는 계정을 완전한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로 전환합니다.

계정을 등록하고 스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정을 디프로비저닝하는 선택적 단계

1. 적용된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유지하려면 스택 세트에서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하고 해당 인스턴
스에 대해 [Retain stacks] 를 선택합니다.

2.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AWS Service Catalog 계정 제공 제품을 종료합니다. (이 단계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만 제거합니다. 계정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3. 조직에 속하지 않는 계정에 필요한 결제 세부 정보가 포함된 계정을 설정하세요. 그런 다음 조직에서 제
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정이AWS Organizations 할당량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리소스가 남아 있으면 계정을 정리하고 계정 폐쇄 단계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세요계정 관리 취
소 (p. 137).

5. 제어가 정의된 일시 중단된 OU가 있는 경우 1단계를 수행하는 대신 해당 OU로 계정을 이동할 수 있습
니다.

리소스 상태에 대한 예제AWS Config CLI 명령
다음은 컨피그레이션 레코더 및 전송 채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AWS Config 
CLI 명령입니다.

보기 명령:

• aws configservice describe-delivery-channels
• aws configservice describe-delivery-channel-status
• aws configservice describe-configuration-recorders

정상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name": "default"

삭제 명령:

• aws configservice stop-configuration-recorder --configuration-recorder-name
NAME-FROM-DESCRIBE-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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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IAM 역할을 기존 역할에 수동
으로AWS 계정 추가하고 등록합니다.

• aws configservice delete-delivery-channel --delivery-channel-name NAME-FROM-
DESCRIBE-OUTPUT

• aws configservice delete-configuration-recorder --configuration-recorder-name
NAME-FROM-DESCRIBE-OUTPUT

필요한 IAM 역할을 기존 역할에 수동으로AWS 계정 추
가하고 등록합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이미 설정한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된 OU에 조직의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시작하기, 2단계의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landing zone 존이 준비되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AWS Control 
Tower에서 기존 계정을 수동으로 거버넌스로 전환하십시오.

이 장의 앞부분에서등록을 위한 사전 조건 (p. 122) 언급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에 계정을 등록하기 전에 AWS Control Tower 타워에 해당 계정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 단계에 표시된 대로 계정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이 있는 역할을 추가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등록한 각 계정에 대해 수행해야 합니다.

각 계정별:

1단계: 현재 등록하려는 계정이 있는 조직의 관리 계정에 관리자 액세스 권한으로 로그인합니다.

예를 들어 에서AWS Organizations 이 계정을 만들고 교차 계정 IAM 역할을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 AWS Organizations 위치로 이동합니다.
3. 계정 에서 등록할 계정을 선택하고 계정 ID를 복사합니다.
4. 상단 탐색 표시줄에서 계정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역할 전환을 선택합니다.
5. Switch 역할 양식에서 다음 필드를 입력합니다.

• 계정 에서 복사한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 역할에서 이 계정에 대한 교차 계정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IAM 역할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역할

의 이름은 계정을 만들 때 정의되었습니다. 계정을 만들 때 역할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역할 
이름 () 을 입력합니다OrganizationAccountAccessRole.

6. [Switch Role]을 선택합니다.
7. 이제 자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8. 작업을 마치셨으면 다음 절차를 위해 자녀 계정을 계속 사용하세요.
9. 다음 단계에서 입력해야 하므로 관리 계정 ID를 해 둡니다.

2단계: AWS Control Tower 타워에 계정 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1. IAM으로 이동합니다.
2. 역할로 이동합니다.
3. Create role(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역할의 대상 서비스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EC2를 선택하고 다음:권한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이를 AWS Control Tower 타워로 변경할 것입니다.
5. 정책을 첨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선택하십시오 AdministratorAccess.
6. 다음: 태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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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태그 추가라는 선택적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화면을 건너뛰고 다음:검토를 선택합니다.
8. 검토 화면의 역할 이름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AWSControlTowerExecution.
9. 설명 상자에 간단한 설명 (예: 등록을 위한 전체 계정 액세스 허용) 을 입력합니다.
10. Create role(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11. 방금 생성한 역할로 이동합니다. 왼쪽에서 역할을 선택합니다. Select AWSControlTowerExecution.
12. 신뢰 관계에서 신뢰 관계 편집을 선택합니다.
13. 여기에 표시된 코드 예제를 복사해 정책 문서에 붙여 넣습니다. 문자열을 관리 계정의 실제 관리 계정

Management Account IDID로 바꾸십시오. 붙여넣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AWS": "arn:aws:iam::Management Account ID:root"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 
   ] 
  }

3단계: 등록된 OU로 계정을 이동하여 계정을 등록하고 등록을 확인합니다.

역할을 생성하여 필요한 권한을 설정한 후 다음 단계에 따라 계정을 등록하고 등록을 확인하십시오.

1. 관리자로 다시 로그인하고 AWS Control Tower 타워로 이동합니다.
2. 계정을 등록합니다.

• AWS Control Tower의 조직 페이지에서 계정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등록을 선택합니다.

• 계정 등록 단계 (p. 123)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개인 계정을 등록하는 단계를 따르세요.
3. 등록 확인.

•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왼쪽 탐색 메뉴에서 조직을 선택합니다.
• 최근에 등록한 계정을 찾아보세요. 초기 상태에서는 등록 중 상태로 표시됩니다.
• 상태가 등록됨으로 변경되면 이동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계속하려면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려는 조직의 각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각 계정에 
대해 필수 단계 및 등록 단계를 반복합니다.

자동화된AWS Organizations 계정 등록
AWS Control Tower에 기존AWS 계정 등록이라는 블로그 게시물에 설명된 등록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래
밍 프로세스를 통해 AWS Control Tower에AWS Organizations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YAML 템플릿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계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the AWSControlTowerExecution role to enable use of your 
  account as a target account in AWS CloudFormation StackSets.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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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istratorAccountId: 
    Type: String 
    Description: AWS Account Id of the administrator account (the account in which 
      StackSets will be created). 
    MaxLength: 12 
    MinLength: 12
Resources: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RoleName: AWSControlTowerExecution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 !Ref Administrator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Sub arn:${AWS::Partition}:iam::aws:policy/AdministratorAccess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 등록
이 항목에서는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step-by-step 접근 방식을 제공
합니다. 기존 리소스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예는 을 참조하십시오리소스 상태에 대한 예제AWS Config CLI 
명령 (p. 125).

Note

기존AWS 계정을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으로 AWS Control Tower에 가져오려는 경우 해당 계
정에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경우,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기 전에 기존AWS 
Config 리소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AWS Config리소스 예시

계정에 이미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AWS Config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려면 이러한 리소스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AWS Config리코더
• AWS Config전송 채널
• AWS Config집계 권한 부여

가정

• 귀하의 계정은 아직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정에는 관리 계정이 관리하는 AWS Control Tower 지역 중 하나 이상에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 귀하의 계정은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이 아닙니다.

기존 리소스에 계정을 등록하는 자동화된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블로그는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자동으로 등록하기를 참조하십시오.AWS Config 아래 설명에 따라 등록하려
는 모든 계정에 대해 단일 지원 티켓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1단계: 티켓을 가지고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여 
AWS Control Tower 허용 목록에 계정을 추가합니다.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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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티켓을 가지고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여 AWS 

Control Tower 허용 목록에 계정을 추가합니다.

제한 사항

• 거버넌스 확장을 위한 AWS Control Tower 워크플로를 사용해야만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리소스가 수정되어 계정에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리소스를 업데이트하지 않습

니다.
• AWS ConfigAWS Control Tower 타워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의 리소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5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1. AWS Control Tower 허용 목록에 계정을 추가합니다.
2. 계정에서 새 IAM 역할 생성
3. 기존AWS Config 리소스를 수정합니다.
4. AWS Config리소스가 존재하지 않는AWS 지역에 리소스를 생성하세요.
5. AWS Control Tower 타워에 계정을 등록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 계정에서AWS Config 리소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 등록 후에는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이 새 IAM 역할을 포함하여 생성한AWS Config 리소스를 자동으

로 보호합니다.
• 등록 후AWS Config 리소스가 변경된 경우 계정을 다시 등록하기 전에 해당 리소스를 AWS Control Tower 

설정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단계: 티켓을 가지고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여 AWS 
Control Tower 허용 목록에 계정을 추가합니다.
티켓 제목란에 다음 문구를 포함하세요.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을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티켓 본문에 다음 세부 정보를 포함하세요.

• 관리 계정 생성
•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멤버 계정의 계정 번호
• AWS Control Tower 설정용으로 선택한 홈 리전을

2단계: 멤버 계정에서 새 IAM 역할 생성
1. 구성원 계정의AWS Cloud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다음 템플릿을 사용하여 새 스택을 생성합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esources: 
  CustomerCreatedConfigRecorder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RoleName: aws-controltower-ConfigRecorderRole-customer-created 
      AssumeRolePolicy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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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존 리소스가 있는AWS 지역 식별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config.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WS_ConfigRole 
        - arn:aws:iam::aws:policy/ReadOnlyAccess

3. 스택의 이름을 CustomerCreatedConfigRecorderRoleForControlTower로 입력합니다.
4. 스택을 생성합니다.

Note

생성한 모든 SCP는aws-controltower-ConfigRecorderRole* 역할을 제외해야 합니다. 
AWS Config규칙의 평가 수행 기능을 제한하는 권한은 수정하지 마십시오.
Config 호출을aws-controltower-ConfigRecorderRole* 차단하는 SCP
가AccessDeniedException 있을 때 알림을 받지 않도록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3단계: 기존 리소스가 있는AWS 지역 식별
계정의 각 관리 지역 (AWS Control Tower 관리) 에 대해 이전에 표시된 기존AWS Config 리소스 예제 유형 
중 하나 이상이 있는 지역을 식별하고 기록해 둡니다.

4단계:AWS Config 리소스가 없는AWS 지역 식별
계정의 각 관리 지역 (AWS Control Tower 관리) 에 대해 이전에 표시된 예제 유형의AWS Config 리소스가 없
는 지역을 식별하여 기록해 둡니다.

5단계: 각AWS 지역의 기존 리소스 수정
이 단계에서는 AWS Control Tower 설정에 대한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LOGGING_ACCOUNT- 로깅 계정 ID
• AUDIT_ACCOUNT- 감사 계정 ID
• IAM_ROLE_ARN- 1단계에서 생성한 IAM 역할 ARN
• ORGANIZATION_ID- 관리 계정의 조직 ID
• MEMBER_ACCOUNT_NUMBER- 수정 중인 회원 계정
• HOME_REGION- AWS Control Tower 설정의 홈 리전을 가져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섹션 5a~5c의 지침에 따라 기존의 각 리소스를 수정하십시오.

단계 5a입니다. AWS Config레코더 리소스
AWS리전당 하나의AWS Config 레코더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을 수정하십시오. 
거주 지역에서 항목을GLOBAL_RESOURCE_RECORDING true로 바꾸십시오. AWS Config레코더가 있는 다른 
지역의 경우 이 항목을 false로 바꾸십시오.

• 이름: 변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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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5b. AWS Config전송 채널 리소스 수정 

• RoleARN: IAM_ROLE_ARN
• RecordingGroup:
• AllSupported: 진실
• IncludeGlobalResourceTypes: GLOBAL_RESOURCE_RECORDING
• ResourceTypes: 비어 있음

이 수정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AWS CLI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CORDER_NAME문자열을 기존AWS 
Config 레코더 이름으로 바꿉니다.

aws configservice put-configuration-recorder --configuration-recorder 
  name=RECORDER_NAME,roleARN=arn:aws:iam::MEMBER_ACCOUNT_NUMBER:role/
aws-controltower-ConfigRecorderRole-customer-created --recording-group 
 allSupported=true,includeGlobalResourceTypes=GLOBAL_RESOURCE_RECORDING --
region CURRENT_REGION
        

단계 5b. AWS Config전송 채널 리소스 수정
지역당 하나의AWS Config 전송 채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정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을 수정
하십시오.

• 이름: 변경하지 마세요
•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TwentyFour _시간
• S3BucketName: AWS Control Tower 로깅 계정의 로깅 버킷 이름

aws-controltower-logs-LOGGING_ACCOUNT-HOME_REGION
• S3KeyPrefix: ##_ID
• SnsTopicARN: 감사 계정의 SNS 주제 ARN으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rn:aws:sns:CURRENT_REGION:AUDIT_ACCOUNT:aws-controltower-
AllConfigNotifications

이 수정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AWS CLI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DELIVERY_CHANNEL_NAME문자열을 
기존AWS Config 레코더 이름으로 바꿉니다.

aws configservice put-delivery-channel --delivery-channel 
 name=DELIVERY_CHANNEL_NAME, s3BucketName=aws-controltower-
logs-LOGGING_ACCOUNT_ID-HOME_REGION, s3KeyPrefix="ORGANIZATION_ID",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deliveryFrequency=TwentyFour_Hours}, 
 snsTopicARN=arn:aws:sns:CURRENT_REGION:AUDIT_ACCOUNT:aws-controltower-
AllConfigNotifications --region CURRENT_REGION
            

단계 5c. AWS Config집계 권한 부여 리소스 수정
리전당 여러 집계 승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는 감사 계정을 인증된 계정으로 지정하고 
AWS Control Tower 타워의 홈 리전을 공인 리전으로 지정하는 통합 승인이 필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설정을 사용하여 새 계정을 만드세요.

• AuthorizedAccountId: 감사 계정 ID
• AuthorizedAwsRegion: AWS Control Tower 설정을 위한 홈 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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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AWS Control Tower 타워가 관리하는 지
역에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리소스 생성

이 수정은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AWS CLI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service put-aggregation-authorization --authorized-account-id
AUDIT_ACCOUNT_ID --authorized-aws-region HOME_REGION --region CURRENT_REGION

6단계: AWS Control Tower 타워가 관리하는 지역에 리
소스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리소스 생성
다음 예와 같이 홈 리전의 IncludeGlobalResourcesTypes매개변수 값이GLOBAL_RESOURCE_RECORDING 되
도록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수정하십시오. 또한 이 섹션에 지정된 대로 템플릿의 필수 필드를 업데
이트하십시오.

거주 지역에서 항목을GLOBAL_RESOURCE_RECORDING true로 바꾸십시오. AWS Config레코더가 있는 다른 
지역의 경우 이 항목을 false로 바꾸십시오.

1. 관리 계정의AWS CloudFormation 콘솔로 이동합니다.
2. 라는 이름으로 새로 StackSet CustomerCreatedConfigResourcesForControlTower작성하십시오.
3. 다음 템플릿을 복사하고 업데이트합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esources: 
  CustomerCreatedConfigRecorder: 
    Type: AWS::Config::ConfigurationRecorder 
    Properties: 
      Name: aws-controltower-BaselineConfigRecorder-customer-created 
      RoleARN: !Sub arn:aws:iam::${AWS::AccountId}:role/aws-controltower-
ConfigRecorderRole-customer-created 
      RecordingGroup: 
        AllSupported: true 
        IncludeGlobalResourceTypes: GLOBAL_RESOURCE_RECORDING
        ResourceTypes: [] 
  CustomerCreatedConfigDeliveryChannel: 
    Type: AWS::Config::DeliveryChannel 
    Properties: 
      Name: aws-controltower-BaselineConfigDeliveryChannel-customer-created 
      ConfigSnapshotDeliveryProperties: 
        DeliveryFrequency: TwentyFour_Hours 
      S3BucketName: aws-controltower-logs-LOGGING_ACCOUNT-HOME_REGION
      S3KeyPrefix: ORGANIZATION_ID
      SnsTopicARN: !Sub arn:aws:sns:${AWS::Region}:AUDIT_ACCOUNT:aws-controltower-
AllConfigNotifications 
  CustomerCreatedAggregationAuthorization: 
    Type: "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Properties: 
      AuthorizedAccountId: AUDIT_ACCOUNT
      AuthorizedAwsRegion: HOME_REGION

템플릿을 필수 필드로 업데이트하십시오.

a. S3BucketName 필드에서 ##_##_ID # #_### 대체합니다.
b. S3KeyPrefix 필드에서 ##_ID# 바꾸십시오.
c. SnsTopicARN 필드에서 AUDIT_ACCOUNT# ######.
d. AuthorizedAccountId필드에서 AUDIT_ACCOUNT# ######.
e. AuthorizedAwsRegion필드에서 HOME_REGION# ######.

4. AWS CloudFormation콘솔에 배포하는 동안 구성원 계정 번호를 추가합니다.
5. 4단계에서 식별된AWS 지역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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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AWS Control Tower 타워에 OU 등록

6. 스택 세트를 배포합니다.

7단계: AWS Control Tower 타워에 OU 등록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에서 OU를 등록합니다.

Note

계정 등록 워크플로는 이 작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OU 등록 또는 OU 재등록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비전 및 관리
이 장에는 Account Factory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서 새 회원 계정을 프로비저닝
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정 구성 및 프로비저닝을 위한 권한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면 클라우드 관리자와 사용자가 landing zone 존에서 계정을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정
을 프로비저닝하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는AWSAccountFactory 그룹 또는 관리 그룹에 속해야 합니
다.

Note

관리 계정에서 작업할 때는 조직 전체에서 권한이 있는 계정을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
니다.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은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과 신뢰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일
부 자동 계정 설정을 포함하여 관리 계정에서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역할을 활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
법 (p. 85) 섹션을 참조하세요.

Note

기존 계정을 AWS Control TowerAWS 계정 타워에 등록하려면 해당 계정에 해
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항목 등록AWS 계정 (p. 12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Service Catalog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
로비저닝
다음 절차에서는 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로서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Service Catalog. 이 절차를 고급 계정 프로비전 또는 수동 계정 프로비저닝이라고도 합니
다. 선택적으로AWS CLI 또는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를 사용하여 프로그
래밍 방식으로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커스텀 블루프린트를 설정한 경우 콘솔에서 커스
터마이징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으로 계정 사용자 지정 (p. 140).

Account Factory에서 사용자로서 계정을 개별적으로 프로비전하려면

1. 사용자 포털 URL에서 로그인합니다.
2. 내 애플리케이션에서AWS 계정을 선택합니다.
3. 계정 목록에서 관리 계정의 계정 ID를 선택합니다. 이 ID에는 (관리) 와 같은 레이블이 있을 수도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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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고려 사항

4. 에서 관리 AWSServiceCatalogEndUserAccess콘솔을 선택합니다. 이 계정에 있는 이 사용자의 AWS 
Management Console이 열립니다.

5. AWS 리전프로비저닝에 사용할 올바른 계정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계정이 AWS Control 
Tower 리전이어야 합니다.

6. [Service Catalog] 를 검색하고 선택하여 [Service Catalog] 콘솔을 엽니다.
7. 탐색 창에서 제품을 선택합니다.
8.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를 선택한 다음 제품 출시 버튼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마법사가 

시작되어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합니다.
9.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SSO는 새 이메일 주소이거나 기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와 연결된 이메일 주소일UserEmail 수 
있습니다. 어떤 주소를 선택하든 이 사용자는 프로비저닝 중인 계정에 대한 관리 액세스 권한을 갖습
니다.

• 아직 연결되지 않은 이메일 AccountEmail주소여야AWS 계정 합니다. UserEmailSSO에서 새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경우 여기에서 해당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알림을 정의하거나 TagOptions활성화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정이 프로비저닝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작업을 마쳤으면 제품 실행을 선택합니다.

11. 계정 설정을 검토한 다음 시작을 선택합니다. 리소스 계획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정이 프
로비저닝되지 않습니다.

12. 계정이 프로비저닝 중입니다. 이 작업은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쳐 
표시된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Note

한 번에 최대 5개의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의 계정 관리 고려 사항
Account Factory를 통해 생성하고 프로비저닝한 계정을 업데이트, 관리 취소 및 폐쇄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
경하려는 계정의 사용자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여 계정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조직 단위 (OU) 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Note

Account Factory가 판매하는 계정과 연결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할 때 새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면 AWS Control Tower는 IAM Identity Center에 새 사용자를 생성합니다.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이전에 만든 계정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이전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또는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해 
어카운트 팩토리 계정 업데이트 및 이전AWS Service 
Catalog
등록된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별 계정 
업데이트는 다음과 같은 드리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이동된 멤버 계정 (p. 181). 전체 landing 
zone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계정 업데이트도 필요합니다.

한 OU (조직 구성 단위) 에서 다른 OU로 계정을 이동하는 경우 새 OU에서 적용하는 컨트롤이 이전 OU의 컨
트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새 OU의 컨트롤이 계정에 대한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
인하십시오.

계정 간 이동 시 동작 제어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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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 간에 계정을 이동하면 대상 OU에 대한 컨트롤이 다음 OU에 적용됩니다. 계정. 하지만 이전 OU에서 계
정에 적용된 컨트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컨트롤의 정확한 동작은 구현에 따라 다릅니다. 이
전 OU 및 대상 OU에서 활성화된 컨트롤

• AWS Config규칙으로 구현된 컨트롤의 경우: 이전 OU의 컨트롤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은 수동
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 SCP로 구현된 컨트롤의 경우: 이전 OU의 컨트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은 
수동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 AWS CloudFormation후크로 구현된 컨트롤의 경우: 이 동작 새 OU의 컨트롤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상 OU에 활성화된 후크 기반 컨트롤이 없는 경우: 이전 제어는 제거하지 않는 한 이동된 계정에 대해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수동으로.
• 대상 OU에 후크 컨트롤이 활성화된 경우: 이전 컨트롤은 제거되고 대상 OU의 컨트롤이 에 적용됩니다. 

계정.

콘솔에서 계정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1.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로그인하면 조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OU 및 계정 목록에서 업데이트하려는 계정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계정에는 업데이

트 가능 상태가 표시됩니다.
3. 다음으로 선택한 계정의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4. 오른쪽 상단에서 계정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프로비저닝된 제품 업데이트
다음 절차는 Service Catalog에서 계정의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하여 Account Factory에서 계정을 
업데이트하거나 새 OU로 이동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Service Catalog 통해 Account Factory 계정을 업데이트하거나 해당 OU를 변경하려면

1. AWS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servicecatalog/ 에서AWS Service 
Catalog 콘솔을 엽니다.

Note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서 새 제품을 프로비저닝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 
(예:AWSAccountFactory 또는AWSServiceCatalogAdmins 그룹에 속한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탐색 창에서 프로비저닝을 선택한 다음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3. 나열된 각 구성원 계정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모든 구성원 계정을 업데이트하십시오.

a. 멤버 계정을 선택합니다. 해당 계정의 프로비저닝된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b. 프로비저닝된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벤트 탭을 선택합니다.
c. 다음 파라미터를 기록해 둡니다.

• SSOUserEmail (프로비저닝된 제품 세부 정보에서 사용 가능)
• AccountEmail(제공된 제품 세부 정보에서 사용 가능)
• SSOUserFirstName (IAM ID 센터에서 사용 가능)
• SSOUSerLastName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사용 가능)
• AccountName(IAM ID 센터에서 사용 가능)

d. 작업에서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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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업데이트하려는 제품의 버전 옆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f. 앞서 언급한 파라미터 값을 제공합니다.

• 에 대해 ManagedOrganizationalUnit기존 OU를 유지하려면 계정이 이미 속해 있던 OU를 선택하
십시오.

• 계정을 새 OU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해당 계정의 ManagedOrganizationalUnit새 OU를 선택하십
시오.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조직 페이지에서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g.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h. 변경 사항을 검토한 다음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계정당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

다.

등록된 계정의 이메일 주소 변경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된 회원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면 이 섹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Note

다음 절차로는 관리 계정, 로그 아카이브 계정 또는 감사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AWS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를 참조
하십시오. 또는AWS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면

1. 계정의 루트 사용자 암호를 복구합니다. 분실하거나 잊어버린AWS 비밀번호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서의 단계를 따르세요.

2. 루트 사용자 암호로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3. 다른AWS 계정 이메일 주소와 마찬가지로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변경 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세

요AWS Organizations. 이메일 주소 변경이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동안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이전에 계정에 속했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Service Catalog Catalog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

이트합니다.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에는 새 이메일 주소를 프로비저닝된 제품과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메일 주소 변경이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적용됩니다. 
이후에 프로비저닝되는 제품을 업데이트하려면 새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생성한 회원 계정의 암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려면 사용 설명서의 루트 사용자로 구성원 계정 액세스
를 참조하십시오.AWS OrganizationsAWS Organizations

등록된 계정의 이름 변경
이 섹션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등록된 AWS Control Tower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1. 계정의 루트 암호를 복구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분실하거나 잊어버린AWS 
비밀번호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루트 암호로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3. AWS결제 관리 콘솔에서 계정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다른 이름과 마찬가지로 계정 설정에서 이름을 변경합니다AWS 계정.
5.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름 변경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Service 

Catalog 프로비저닝된 제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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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Virtual PriVirtual Private Cloud를 사용하여 
Account Factory
Account Factory를 사용하면 조직 내 계정에 대해 사전 승인된 기준선 및 구성 옵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AWS Service Catalog를 통해 새 계정을 구성 및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 페이지에서 OU (조직 단위) 목록과 해당 허용 목록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OU는 허용 목록에 있으므로 계정이 해당 계정 아래 프로비저닝될 수 있습니다. AWS Service Catalog를 통
한 계정 프로비저닝을 위해 특정 OU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mazon VPC 구성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Amazon VPC 설정을 구성하려면

1.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로서 관리 계정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AWS Control Tower Control 콘솔에 로그인
합니다.

2. 대시보드 왼쪽에서 어카운트 팩토리를 선택하여 Account Factory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기본 네트워크 설정이 표시됩니다. 편집하려면 편집을 선택하고 Account Factory 네트워크 구성 
설정의 편집 가능한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3. 필요에 따라 기본 설정의 각 필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새 Account 
Factory 계정에 설정하려는 VPC 구성 옵션을 선택하고 필드에 설정을 입력합니다.

• Amazon VPC 퍼블릭 서브넷을 만들려면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액세스
가 가능한 서브넷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Note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때 퍼블릭 서브넷이 활성화되도록 Account Factory VPC 구성을 설정
하면 Account Factory에서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도록 Amazon VPC가 구성됩니다. 따라서 
Amazon VPC에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 목록에서 Amazon VPC의 최대 프라이빗 서브넷 수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1이 선택됩니다. 허용되는 
최대 프라이빗 서브넷 수는 가용 영역당 2개입니다.

• 계정 VPC를 생성하기 위한 IP 주소 범위를 입력합니다. 이 값은 CIDR(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블
록 형식이어야 합니다(기본값 172.31.0.0/16). 이 CIDR 블록은 어카운트 Account Factory 대해 생성하
는 VPC의 전체 서브넷 IP 주소 범위를 제공합니다. VPC 내에서 서브넷은 지정한 범위에서 자동으로 할당
되고 크기는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VPC 내의 서브넷은 중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비저닝한 모든 
계정의 VPC에서 서브넷 IP 주소 범위는 중첩될 수 있습니다.

• 계정이 프로비저닝될 때 VPC를 생성하기 위해 한 리전 또는 모든 리전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리
전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목록에서 각 VPC의 서브넷을 구성할 가용 영역 수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으로 권장되는 수는 3개입니다.
• 저장을 선택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성 옵션을 설정하여 VPC가 포함되지 않은 새 계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연을 참조하십시
오.

계정 관리 취소
Account Factory에서 계정을 만들었거나 계정을 등록한AWS 계정 후 더 이상 landing zone 존의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계정을 관리하지 않으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 관리를 취소할 수 있
습니다.

AWS Control Tower 계정을 관리 취소하면 청사진을 포함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프로비저닝한 
모든 리소스가 제거됩니다. 계정이 AWS Control Tower OU에서 루트 영역으로 이동됩니다. 해당 계정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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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등록된 OU에 속하지 않으며 더 이상 AWS Control Tower SCP의 대상이 아닙니다. 를 통해 계정을 해지 
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Service Catalog 콘솔에서AWSAccountFactory 그룹 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가 프로비저닝된 제품
을 종료하여 계정 관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관리 및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다음 
절차에서는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서 멤버 계정의 관리를 해지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등록된 계정을 관리 취소하려면

1. 의 웹 브라우저에서 Service Catalog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servicecatalog.
2. 왼쪽 탐색 창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 목록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 목록을 선택합니다.
3. 프로비저닝된 계정 목록에서 AWS Control Tower에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을 계정의 이름을 선택합니

다.
4. Provisioned product details(프로비저닝된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의 작업 메뉴에서 종료를 선택합니다.
5.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종료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종료라는 단어는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만 해당됩니다. Service Catalog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계정을 종료해도 해당 계정은 폐쇄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해당 OU 및 
landing zone 존에서 계정이 제거됩니다.

6. 계정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상태가 등록되지 않음으로 변경됩니다.
7. 계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해지. AWS계정 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사용 설명서의

계정 해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계정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블루프린트에서 배포한 리소스는 물론 AWS 
Control Tower가 계정 내에서 생성한 기타 리소스를 모두 제거합니다. 계정 관리를 해제한 후에는 를 통해 계
정을 해지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Note

관리되지 않는 계정은 폐쇄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계정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Account 
Factory에서 계정을 생성할 때 선택한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는 여전히 해당 계정에 대한 관
리자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용자에게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려면 Account 
Factory에서 계정을 업데이트하고 해당 계정의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이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또는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해 어카운트 팩토리 계정 업데이트 및 이전AWS Service Catalog (p. 134)을 참조
하세요.

비디오 안내
이 동영상 (3:25) 에서는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을 제거하고, 계정에 대한 루트 액세스 권한을 얻고, 마
지막으로 계정을 폐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계정. AWS OrganizationsAPI를 사용하여 계정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의 계정 폐쇄에 대한 동영상 안내.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일반적인 작업을 설명하는AWS YouTube 동영상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만든 계정 닫기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생성된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AWS 계정. AWS 계정폐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Billing사용 설명서의 계정 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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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 계정폐쇄는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 관리를 취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작업은 
별개입니다.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 계정 관리를 해제해야 합니다.

다음을 통해 AWS Control Tower 회원 계정을 폐쇄합니다.AWS 
Organizations
루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각 멤버 계정에 개별적으로 로그인할 필요 없이 조직의 관리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 멤버 계정을 폐쇄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 계정을 폐
쇄할 수는 없습니다.

AWS OrganizationsCloseAccountAPI를 호출하거나AWS Organizations 콘솔에서 계정을 폐쇄하면 멤버 계
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AWS 계정 90일 동안 격리됩니다. 이 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일시 중
지 상태로 표시되고AWS Organizations 90일 동안 해당 계정으로 작업을 시도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계정과 마찬가지로 회원 계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90일이 지나면 
계정 기록이 삭제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 회원 계정을 관리 해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정을 관리 해제하지 않
고 회원 계정을 폐쇄하면 AWS Control Tower는 해당 계정의 상태를 일시 중단됨과 동시에 등록됨으로 표시
합니다. 따라서 해당 90일 동안 계정의 OU를 재등록하려고 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오류 메시지가 생
성됩니다. 정지된 계정은 사전 확인 실패로 인해 재등록 작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OU에서 계정을 제
거하면 OU를 다시 등록할 수 있지만 계정에 대한 결제 방법이 누락되어 오류가AWS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약을 해결하려면 다시 등록하기 전에 다른 OU를 만들고 계정을 해당 OU로 옮기십시오. 이 OU의 이름을
일시 중단된 OU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계정을 폐쇄하기 전에 계정 관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90일이 경과한AWS Service Catalog 후에 
해당 계정의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삭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seAccountAPI에 대한AWS Organization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어카운트 팩토리의 리소스 고려 사항
계정을 Account Factory로 프로비저닝하면 계정 내에 다음과 같은AWS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리소스 이름

AWS CloudFormation 스택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TRAIL-*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WATCH-*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ONFIG-*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ROLES-*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SERVICE-ROLES-*

AWS CloudTrail 추적 aws-controltower-
BaselineCloud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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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 리소스 이름

아마존 CloudWatch CloudWatch 이벤트 규칙 aws-controltower-
ConfigComplianceChangeEventRule

아마존 CloudWatch CloudWatch 로그 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aws/lambda/aws-controltower-
NotificationForwarder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 aws-controltower-
AdministratorExecutionRole

aws-controltower-
CloudWatchLogsRole

aws-controltower-
ConfigRecorderRole

aws-controltower-
ForwardSnsNotificationRole

aws-controltower-
ReadOnlyExecutionRole

AWSControlTowerExecutio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정책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주제 aws-controltower-
SecurityNotifications

AWS Lambda 애플리케이션 StackSet-AWSControlTowerBP-
BASELINE-CLOUDWATCH-*

AWS Lambda 함수 aws-controltower-
NotificationForwarder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으로 계정 사용
자 지정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신규 및 기존 리소스를AWS 계정 프로
비저닝할 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팩토리 사용자 지정을 설정하면 AWS Control Tower가 
future 프로비저닝을 위해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므로 파이프라인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계정은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한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계정은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통해 계정 팩토리에서 프로비저닝됩니다. 사용자 지정 
계정 청사진 역할을 하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청사진에는 계정을 프로비저닝
할 때 필요한 특정 리소스 및 구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AWS파트너가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전 정의된 청사
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관리 블루프린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talog 시작 라이브러리
를 참조하십시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에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AWS CloudFormation 리소스를 모니터
링하는 사전 예방적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landing zone 존에서 이러한 컨트

140

https://docs.aws.amazon.com/servicecatalog/latest/adminguide/getting-started-library.html
https://docs.aws.amazon.com/servicecatalog/latest/adminguide/getting-started-library.html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용자 지정

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제어를 적용하면 계정에 배포하려는 리소스가 조직의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전 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사전 예방
적 제어 (p. 228).

귀하의 계정 청사진은 당사의 용도상 허브 계정이라고 하는 에 저장됩니다.AWS 계정 블루프린트는 Service 
Catalog 제품 형태로 저장됩니다. 당사는 이 제품을 다른 Service Catalog 제품과 구별하기 위해 청사진이라
고 부릅니다. Service Catalog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talog 관리자 안내서의
제품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콘솔의 계정 업데이트 단계에 따라 기존 계정에 사용자 지정 블루프린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콘솔에서 계정 업데이트 (p. 135)을 참조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로 사용자 지정 계정을 생성하기 전에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환경을 배포하고 AWS Control Tower 타워에 OU (조직 구성 단위) 를 등록해야 합니
다. 여기서 새로 생성한 계정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AF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의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을 사용한 
계정 사용자 지정 자동화를 참조하십시오.

커스터마이징 준비

• 허브 계정으로 사용할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을 블루프린트 허브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AWS ControlAWS 계정 Tower에 등록하여 사용자 지정하려는 경우 먼저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는 
다른 계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계정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추가해야 합니다.

• 마켓플레이스 구독 요구 사항이 있는 파트너 블루프린트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파트너 블루프린트를 어카
운트 팩토리 사용자 지정 블루프린트로 배포하기 전에 AWS Control Tower Management 계정에서 이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제
• 사용자 지정 (p. 141)
• 블루프린트에서 사용자 지정 계정 생성 (p. 145)
• 계정 등록 및 사용자 지정 (p. 145)
• AWS Control Tower 계정에 청사진 추가 (p. 146)
•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p. 146)
• 계정에서 청사진 제거 (p. 146)
• 파트너 블루프린트 (p. 147)
•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고려 사항 (p. 147)
• 블루프린트 오류의 경우 (p. 147)
• AFC 청사진을 위한 정책 문서 사용자 지정 (p. 148)

사용자 지정
다음 섹션에서는 사용자 지정 프로세스를 위한 Account Factory를 설정하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허브 계정에 위임된 관리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단계 1. 필요한 역할을 생성합니다. AWS Control Tower가 (허브)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는 IAM 역할을 생성하십시오. 이 계정에는 블루프린트라고도 하는 Service Catalog 제품이 저장되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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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2. Service Catalog 제품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계정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필요한 Service 
Catalog 제품 (“청사진 제품”이라고도 함) 을 만드십시오.

• 3단계. 사용자 지정 청사진을 검토하세요. 생성한 Service Catalog 제품 (청사진) 을 살펴보십시오.
• 단계 4. 청사진을 호출하여 맞춤형 계정을 만드세요. 계정을 생성하는 동안 AWS Control Tower 콘솔의 

Account Factory의 해당 필드에 청사진 제품 정보와 역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1단계. 필요한 역할 생성
계정을 사용자 지정하기 전에 AWS Control Tower와 허브 계정 간의 신뢰 관계가 포함된 역할을 설정해야 합
니다. 이 역할을 맡으면 AWS Control Tower에 허브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역할
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AWS Control Tower는 이 역할을 맡아 Service Catalog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포트폴리오 리소스를 생성한 
다음, 청사진을 이 포트폴리오에 Service Catalog 제품으로 추가하고, 계정 프로비저닝 중에 이 포트폴리오
와 청사진을 멤버 계정과 공유합니다.

다음 섹션의 설명에 따라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을 생성합니다.

IAM 콘솔로 이동하여 필요한 역할을 설정합니다.

등록된 AWS Control Tower 계정에서 역할을 설정하려면

1.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보안 책임자로 페더레이션하거나 로그인하십시오.
2. 관리 계정의 페더레이션된 보안 주체에서 블루프린트 허브 계정으로 사용하도록 선택한 등록된 AWS 

Control Tower 계정에서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맡기거나 역할을 전환하십시오.
3. 등록된 AWS Control Tower 계정의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에서 적절한 권한 및 신

뢰 관계를 가진 역할을 생성하십시오.AWSControlTowerExecution

Note

AWS모범 사례 지침을 준수하려면 역할을 만든 후 즉시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에서 
로그아웃하는 것이 중요합니다.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의도하지 않은 리소스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은 AWS 
Control Tower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허브 계정이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
할은 계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할 설정을 계속하기 전에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구성원 계정에서 역할을 설정하려면

1. 선호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허브 계정으로 지정하려는 계정에 계정 주체로 페더레이션하거나 로그인하세
요.

2. 계정에 보안 주체로 로그인하면 적절한 권한 및 신뢰 관계가 포함
된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을 생성합니다.

두 명의 주도자에게 신뢰를 부여하도록 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실행하는 주체 (사용자).
•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 지정된AWSControlTowerAdmin 역할.

다음은 역할에 포함해야 하는 것과 유사한 신뢰 정책의 예시입니다. 이 정책은 최소 권한 부여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체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용어를 YourManagementAccountIdAWS Control Tower 관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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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실제 계정 YourControlTowerUserRoleID로 바꾸고 해당 용어를 관리 계정의 IAM 역할 식별자로 바
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arn:aws:iam::YourManagementAccountId:role/service-role/
AWSControlTowerAdmin",  
                "arn:aws:iam::YourManagementAccountId:role/YourControlTowerUserRole" 
                ] 
            }, 
            "Action": "sts:AssumeRole" 
        } 
    ]
}

필수 권한 정책

AWS Control Tower에서는 지정된 관리형 정책을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
에AWSServiceCatalogAdminFullAccess 연결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AWS Control Tower가 포트폴리
오와 Service Catalog 제품 리소스를 관리하도록 허용할 때 Service Catalog가 찾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IAM 
콘솔에서 역할을 생성할 때 이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Service Catalog 제품 생성
Service Catalog 제품을 생성하려면 Service Catalog 관리자 안내서의 제품 생성에 나와 있는 단계를 따르십
시오. Service Catalog 제품을 만들 때 계정 청사진을 템플릿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블루프린트 생성 단계 요약

• 계정 청사진이 될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만들거나 다운로드하세요. 일부 템플릿 예제는 이 섹션
의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 Account Factory 블루프린트 (허브 계정이라고도 함) 를 저장하는AWS 계정 곳으로 로그인합니다.
• Service Catalog 콘솔로 이동합니다. 제품 목록을 선택한 다음 새 제품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 제품 세부 정보 창에서 이름 및 설명과 같은 청사진 제품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템플릿 파일 사용을 선택한 다음 파일 선택을 선택합니다. 블루프린트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거나 다운로

드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붙여넣습니다.
• 콘솔 페이지 하단에서 제품 생성을 선택합니다.

Service Catalog 참조 아키텍처 리포지토리에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
당 리포지토리의 한 가지 예는 리소스의 백업 계획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Best Pets라는 가상의 회사를 위한 예제 템플릿입니다. 애완 동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설정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sources: 
  ConnectionStringGeneratorLambda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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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mbda.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ConnectionStringGeneratorLambda: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FunctionName: !Join ['-', ['ConnectionStringGenerator', !Select [4, !Split ['-', !
Select [2, !Split ['/', !Ref AWS::StackId]]]]]] 
      Description: Retrieves the connection string for this account to access the Pet 
 Database 
      Role: !GetAtt ConnectionStringGeneratorLambdaRole.Arn 
      Runtime: nodejs16.x 
      Handler: index.handler 
      Timeout: 5 
      Code: 
        ZipFile: > 
          const response = require("cfn-response"); 
          exports.handler = function (event, context) { 
            const awsAccountId = context.invokedFunctionArn.split(":")[4] 
            const connectionString= "fake connection string that's specific to account " + 
 awsAccountId; 
            const responseData = { 
              Value: connectionString, 
            } 
            response.send(event, context, response.SUCCESS, responseData); 
            return connectionString; 
          }; 

  ConnectionString: 
    Type: Custom::ConnectionStringGenerator 
    Properties: 
      ServiceToken: !GetAtt ConnectionStringGeneratorLambda.Arn 

  PetDatabaseConnectionString: 
    DependsOn: ConnectionString 
    # For example purposes we're using SSM parameter store. 
    # In your template, use secure alternatives to store 
    # sensitive values such as connection strings. 
    Type: AWS::SSM::Parameter 
    Properties:  
      Name: pet-database-connection-string 
      Description: Connection information for the BestPets pet database 
      Type: String 
      Value: !GetAtt ConnectionString.Value

3단계. 사용자 지정 블루프린트 검토
블루프린트를 Service Catalog 콘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talog 관리자 안내서의 제
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4단계. 청사진을 호출하여 맞춤형 계정을 만드세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 생성 워크플로를 수행하면 계정 사용자 지정에 사용할 청사진에 대한 정
보를 입력할 수 있는 선택적 섹션이 표시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콘솔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 지정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사용자 
지정 허브 계정을 설정하고 하나 이상의 청사진 (Service Catalog 제품) 을 추가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 계정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1. 블루프린트가 포함된 계정의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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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계정에서 기존 Service Catalog 제품을 선택합니다. 즉, 기존 청사진을 선택합니다.
3. 버전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적절한 버전의 청사진 (Service Catalog 제품) 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프로세스의 이 시점에서 블루프린트 프로비저닝 정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

다. 블루프린트 프로비저닝 정책은 JSON으로 작성되고 IAM 역할에 연결되므로 블루프린트 템플
릿에 지정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Service Catalog Catalog
가AWS CloudFormation 스택 세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멤버 계정에서 이 역할
을 생성합니다. 이 역할의 이름은 AWSControlTower-BlueprintExecution-bp-xxxx입니다.
AdministratorAccess정책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5. 이 청사진을 기반으로 계정을 배포할 지역AWS 리전 또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6. 블루프린트에 파라미터가 포함된 경우 AWS Control Tower 워크플로의 추가 필드에 파라미터 값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값에는 GitHub 리포지토리 이름, GitHub 브랜치, Amazon ECS 클러스터 이름 및 
리포지토리 소유자의 GitHub ID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7. 허브 계정이나 블루프린트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계정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따라 나중에 계정을 사
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루프린트에서 사용자 지정 계정 생성 (p. 145) 단원을 참조하세요.

블루프린트에서 사용자 지정 계정 생성
사용자 지정 블루프린트를 생성한 후에는 AWS Control Tower 계정 팩토리에서 사용자 지정 계정 생성을 시
작할 수 있습니다.

새AWS 계정을 만들 때 다음 단계를 따라 커스텀 블루프린트를 배포하세요.

1. 의 AWS Control Tower 타워로 이동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2. 어카운트 팩토리를 선택하고 어카운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3. 계정 이름 및 이메일 주소와 같은 계정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이메일 주소와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IAM ID 센터 세부 정보를 구성합니다.
5. 계정을 추가할 등록된 OU를 선택합니다.
6. 계정 팩토리 사용자 지정 섹션을 확장하세요.
7. Service Catalog 제품이 포함된 블루프린트 허브 계정의 계정 ID를 입력하고 검증을 선택합니다. 블루프

린트 허브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으로 계정 사
용자 지정 (p. 140).

8. Service Catalog 제품 목록의 모든 청사진 (모든 사용자 지정 및 파트너 청사진) 이 포함된 드롭다운 메뉴
를 선택합니다. 배포할 블루프린트와 해당 버전을 선택합니다.

9. 블루프린트에 파라미터가 포함된 경우 해당 필드가 표시되어 사용자가 채울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10. 마지막으로 블루프린트를 배치할 위치 (홈 리전 또는 모든 관리 리전) 를 선택합니다. Route 53 또는 
IAM과 같은 글로벌 리소스는 단일 지역에만 배포해야 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Amazon S3 버킷 등의 리소스

11. 모든 필드를 작성한 후 계정 생성을 선택합니다.

조직 페이지에서 계정 프로비저닝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프로비저닝이 완료되면 블루프
린트에 지정된 리소스가 이미 계정 내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계정 및 청사진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계정 등록 및 사용자 지정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사용자 지정하려면

1. AWS Control Tower 콘솔로 이동하여 왼쪽 내비게이션에서 조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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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가능한 계정 목록이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청사진을 사용하여 등록하려는 계정을 식별하세요. 
해당 계정의 상태 열에는 등록되지 않음 상태의 계정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3. 계정 왼쪽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 상단의 Actions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
기서 등록 옵션을 선택합니다.

4. 계정의 IAM ID 센터 정보를 사용하여 액세스 구성 섹션을 완료합니다.
5. 계정을 구성원으로 등록할 등록된 OU를 선택합니다.
6. 계정 생성 절차의 7-12와 동일한 단계를 사용하여 계정 팩토리 사용자 지정 섹션을 완료하십시오. 자세

한 내용은 Account Factory 프로비저닝을 참조하십시오AWS Service Catalog.

조직 페이지에서 계정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계정 등록이 완료되면 블루프린트에 지정된 리소스가 이
미 계정 내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계정에 청사진 추가
기존 AWS Control Tower 회원 계정에 청사진을 추가하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 업데이트 워
크플로를 따르고 계정에 추가할 새 청사진을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또는 를 통한 
Account Factory 계정 업데이트 및 이동을 참조하십시오AWS Service Catalog.

Note

계정에 새 청사진을 추가하면 기존 청사진을 덮어씁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계정당 하나의 블루프린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다음 절차에서는 커스텀 블루프린트를 업데이트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커스텀 블루프린트를 업데이트하려면

1. 새 구성으로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즉, 청사진) 을 업데이트하세요.
2. 업데이트된 템플릿 (블루프린트) 을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 새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업데이트된 블루프린트 배포

1.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조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블루프린트 이름 및 버전을 기준으로 조직 페이지를 필터링합니다.
3. 계정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따라 계정에 최신 블루프린트 버전을 배포하세요.

계정에서 청사진 제거
계정에서 청사진을 제거하려면 계정 업데이트 워크플로에 따라 청사진을 제거하고 계정을 AWS Control 
Tower 기본 구성으로 되돌리십시오.

콘솔에서 계정 업데이트 워크플로를 시작하면 모든 계정 세부 정보가 채워지고 사용자 지정 세부 정보가 채
워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AFC 세부 정보를 비워 두면 AWS Control Tower는 계정에서 청사
진을 제거합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는 계정 생성 또는 계정 업데이트 프로세스 중에 청사진을 선택한 경우에만 계
정에 청사진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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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블루프린트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커스터마이징 (AFC) 은AWS 파트너가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전 정의된 
사용자 지정 블루프린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파트너 청사진은 특정 사용 사례에 맞게 계정
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파트너의 청사진은 특정 파트너의 제품 오퍼링과 함께 작동하도록 
사전 구성된 맞춤형 계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Control Tower 파트너 청사진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콘솔에서 Service Catalog 시작 라이브러리로 이
동하십시오. 소스 유형인 AWS Control Tower 블루프린트를 검색하십시오.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고려 사항
• AFC는 단일 Service Catalog 청사진 제품만을 사용한 사용자 지정을 지원합니다.
• Service Catalog 청사진 제품은 허브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홈 리전과 동일한 리전에

서 생성해야 합니다.
• 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IAM 역할은 적절한 이름, 권한 및 신뢰 정책으로 생성되어야 합니

다.
• AWS Control Tower는 블루프린트에 대한 두 가지 배포 옵션을 지원합니다. 하나는 홈 리전에만 배포하거

나 AWS Control Tower가 관리하는 모든 리전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회원 계정에서 블루프린트를 업데이트하면 블루프린트 허브 계정 ID와 Service Catalog 블루프린트 제품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AWS Control Tower는 단일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작업에서 기존 블루프린트를 제거하고 새 블루프린트를 

추가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제거한 다음 별도의 작업에서 새 블루프린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는 사용자 지정 계정을 생성 또는 등록하는지 또는 사용자 지정되지 않은 계정을 생성
하는지 등록하는지에 따라 동작을 변경합니다. 청사진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계정을 만들거나 등록하지 
않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Account Factory로 프로비저닝된 제
품 (Service Catalog 통해) 을 생성합니다. 블루프린트가 있는 계정을 만들거나 등록할 때 사용자 지정을 지
정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Account Factory 프로비저닝 제품
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블루프린트 오류의 경우
블루프린트 적용 중 오류 발생

새 계정이든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한 기존 계정이든 관계없이 청사진을 계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
류가 발생하는 경우 복구 절차는 동일합니다. 계정은 존재하지만 사용자 지정되지 않았으며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려면 단계를 따라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고 등록 시 청
사진을 추가하십시오.

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역할 생성 중 오류 발생 및 해결 방법

AWS Control Tower 계정에서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을 생성할 때는 해
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사용하여 보안 주체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
하면 다음 아티팩트에서 볼 수 있듯이 SCP가CreateRole 작업을 차단합니다.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arn:aws:iam::*:role/stacksets-ex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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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tion": [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Role", 
                "iam:DeleteRole", 
                "iam:DeleteRolePermissionsBoundary", 
                "iam:DeleteRolePolicy", 
                "iam:DetachRolePolicy", 
                "iam:PutRolePermissionsBoundary", 
                "iam:PutRolePolicy", 
                "iam:UpdateAssumeRolePolicy", 
                "iam:UpdateRole", 
                "iam:UpdateRoleDescription" 
            ], 
            "Resource":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 
                "arn:aws:iam::*:role/*AWSControlTower*", 
                "arn:aws:iam::*:role/stacksets-exec-*" 
            ], 
            "Effect": "Deny", 
            "Sid": "GRIAMROLEPOLICY" 
        }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권장)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맡아 역할을 생성하십시
오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이 해결 방법을 선택한 경우 리소스가 의도하지 않게 변경되
지 않도록 즉시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 SCP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계정으로 로그인하십시오.
• 이 SCP를 임시로 편집하여 작업을 허용하십시오.
• (강력히 권장하지 않음) SCP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을 허브 계정으로 사용

하십시오.

AFC 청사진을 위한 정책 문서 사용자 지정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블루프린트를 활성화하면 AWS Control Tow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블
루프린트를AWS CloudFormation StackSet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AWS CloudFormation에서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하려면 관리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StackSet. 해
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통해 관리 계정에서AWS CloudFormation 이미 관리자 권한을 가
지고 있지만 이 역할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AWS CloudFormation.

청사진 활성화의 일환으로 AWS Control Tower는 구성원 계정에서 역할을 생성하며, 이 역할은 StackSet 관
리 작업 완료를 맡을AWS CloudFormation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사용자 지정 블루프린트를 
활성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두 허용 정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모든 블루프린트 템플
릿과 호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범 사례에 따르면 대상AWS CloudFormation 계정에서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가 생성한 역할에AWS CloudFormation 적용하여 사용할 사용자 지정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블루프린트에서 무언가-중요라는 SSM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 정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CloudFormationActionsOnStacks", 
            "Effect": "Allow", 
            "Action": "cloud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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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arn:aws:cloudformation:*:*:stack/*" 
        }, 
        { 
            "Sid": "AllowSsmParameterActions", 
            "Effect": "Allow", 
            "Action": [ 
                "ssm:PutParameter", 
                 "ssm:DeleteParameter", 
                 "ssm:GetParameter", 
                 "ssm:GetParameters" 
            ], 
            "Resource": "arn:*:ssm:*:*:parameter/something-important" 
        } 
    ]
}

이AllowCloudFormationActionsOnStacks 명령문은 모든 AFC 사용자 지정 정책에 필요합니다. 이 역
할을AWS CloudFormation 사용하여 스택 인스턴스를 생성하므로 스택에서AWS CloudFormation 작업을 수
행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AllowSsmParameterActions 섹션은 활성화된 템플릿에만 해당됩니다.

권한 문제 해결

제한된 정책으로 블루프린트를 활성화하면 블루프린트를 활성화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문서를 수정하고 회원 계정의 청사진 기본 설정을 업데이트하여 수정된 정책을 
사용하십시오. 정책이 블루프린트를 활성화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하려면AWS CloudFormation 권한이 부여
되었는지, 해당 역할을 사용하여 직접 스택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GitOps 모델을 채택합니다.

Note

AFT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워크플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FT 또는 Account 
Factory를 통해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동일한 백엔드 워크플로가 발생합니다.

AFT를 사용하면 AFT 워크플로를 호출하는 입력이 포함된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
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AFT 계정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및 계정 사용자 지정 단계를 실행
하여 AFT 워크플로우가 계속됩니다.

사전 조건
AFT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생성해야 합니다.

• 완전히 배포된 AFT 환경. 자세한 내용은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개요 (AFT) 및 테
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배포 (AFT) 를 참조하십시오.

• 완전히 배포된 AFT 환경에 있는 하나 이상의 AFTgit 리포지토리 자세한 내용은 AFT의 배포 후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Tip

필요에 따라 aft-account-customizations저장소에 계정 템플릿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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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를 사용하여 신규 계정 생성하기
AFT에 새 계정을 제공하려면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이 파일에는 aft-account-request저
장소의 매개 변수에 대한 입력이 들어 있습니다.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을 만든 후 실행하여 계정 요청 처
리를 시작하십시오git push. 이 명령은 계정 프로비저닝이 완료된 후 AFT 관리 계정에 생성되는 에서ct-
aft-account-request 작업을 호출합니다.AWS CodePipeline 자세한 내용은 AFT 계정 프로비전 파이프
라인을 참조하세요.

계정 요청 테라폼 파일 매개변수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에 다음 매개변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에서 예제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GitHub.

• 값은AWS 계정 요청별로module name 고유해야 합니다.
• 값은module source AFT가 제공하는 계정 요청 Terraform 모듈의 경로입니다.
• 의 값은 AWS Control Tower 계정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입력을control_tower_parameters 캡처합니

다. 값에는 다음 입력 필드가 포함됩니다.
• AccountEmail
• AccountName
• ManagedOrganizationalUnit
• SSOUserEmail
• SSOUserFirstName
• SSOUserLastName

Note

입력한 내용은 계정 프로비저닝 중에 변경할control_tower_parameters 수 없습니다.
ManagedOrganizationalUnitaft-account-request리포지토리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형식에
는OUName 및 가 포함됩니다OUName (OU-ID).

• account_tags비즈니스 기준에AWS 계정 따라 태그를 지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키와 값을 캡처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사용 설명서의 AWS Organizations리소스 태그 지정을 참조하십시
오.

• 의 값은 계정 요청이 생성된 이유 및 계정 요청을 시작한 사람과 같은 추가 정보
를change_management_parameters 캡처합니다. 값에는 다음 입력 필드가 포함됩니다.
• change_reason
• change_requested_by

• custom_fields/aft/account-request/custom-fields/ 아래에 있는 판매 계정에 SSM 매개변수로 배포되
는 키 및 값이 포함된 추가 메타데이터를 캡처합니다. 계정을 사용자 지정하는 동안 이 메타데이터를 참
조하여 적절한 제어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정 준수 대상인 계정은 추가로 배포할 수AWS 
Config Rules 있습니다. 수집하는 데 사용한 메타데이터는 계정 프로비전 및 업데이트 중에 추가 처리
를custom_fields 호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가 계정 요청에서 제거되면 판매된 계정의 SSM 
매개 변수 저장소에서 사용자 지정 필드가 제거됩니다.

• (선택 사항) aft-account-customizations저장소의 계정 템플릿 폴더를account_customizations_name
캡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여러 계정 요청 제출
AFT는 계정 요청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지만 AFT 파이프라인에 여러 계정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AFT 파이프라인에 여러 계정 요청을 제출하면 AFT는 계정 요청을 대기열에 추가하고 선입선출 순서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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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FT에서 프로비저닝하려는 각 계정에 대한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을 만들거나 단일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에서 여러 계정 요청을 캐스케이드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정 업데이트
이전에 제출한 계정 요청을 편집하고 실행하여 AFT가 제공하는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git push 있습니다. 
이 명령은 계정 프로비전 워크플로를 호출하고 계정 업데이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필수 값
의ManagedOrganizationalUnit 일부인 입력 및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의 기타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control_tower_parameters 자세한 내용은 AFT를 통한 새 계정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Note

입력한 내용은 계정 프로비저닝 중에 변경할control_tower_parameters 수 없습니다.
ManagedOrganizationalUnitaft-account-request리포지토리에서 지정할 수 있는 형식에
는OUName 및 가 포함됩니다OUName (OU-ID).

AFT에서 제공하지 않는 계정 업데이트
aft-account-request리포지토리에 계정을 지정하여 AFT 외부에서 생성된 AWS Control Tower 계정을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Note

모든 계정 세부 정보가 정확하고 AWS Control Tower 조직 및 해당AWS Service Catalog 프로비저
닝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존 버전을AWS 계정 AFT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전제 조건

•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되어AWS 계정 있어야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조직에AWS 계정 속해야 합니다.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배포 
(AFT)
이 섹션은 기존 환경에서 Terraform용 Account Factory (AFT) 를 설정하려는 AWS Control Tower 환경 관리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전용 AFT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Terraform (AFT) 환경용 어카운트 팩토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e

AFT는 AFT 저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Terraform 모듈과 함께 배포됩니다. GitHub 소스에서 AFT 
Terraform 모듈을 참조하고 복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모듈에 대한 업데이트를 사용 가
능한 대로 제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기능의 최신 릴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GitHub 리포지토리의 릴리스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배포 사전 요구 사항

AFT에는 설치 및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AFT 솔루션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다
음 리소스를 각각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AWS Control 탑 landing zone 존입니다
• 테라폼 버전 및 배포판. 호환되는 AFT Terraform 배포판에테라폼 및 AFT 버전 (p. 156)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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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ntrol 탑 landing zone 존을 위한 AWS Control 타워 타워
• AWS CodeCommit선택하지 않는 경우 타사 버전 관리 시스템 (VCS) 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사용 가능한 

git 기반 리포지토리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이러한 리포지토리를 설정하는AFT에서 소스 코
드의 버전 제어를 위한 대안 (p. 171) 자세한 방법은 단원을 단원을 참조하세요.

• AFT를 설치하는 Terraform 모듈을 실행할 런타임 환경입니다.
• AFT 배포의 일부로 선택할 수 있는 AFT 기능 옵션. 자세한 정보는 기능 옵션 활성화 (p. 158)을 참조하세

요.

Note

AFT를 가장 쉽게 배포하는 방법은AWS CodeCommit VCS로 선택하고 Terraform OSS를 배포판으
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VCS 또는 Terraform 배포판을 선택하는 경우 이 가이드의 다른 섹션에 
제공된 사용자 지정 지침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구성 및 시작
AFT 환경을 구성하고 실행하려면 5단계가 필요합니다.

1단계: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시작

AFT를 시작하기 전에AWS 계정에 제대로 작동하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이 있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AFT를 구성하고 시작합니다.

2단계: AFT를 위한 새 조직 단위 생성 (권장)

AWS조직에서 AFT 관리 계정을 배포할 별도의 OU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
을 통해 OU를 생성합니다. OU 생성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https://docs.aws.amazon.com/ 
controltower/latest/userguide/create-new-ou.html.

3단계: AFT 관리 계정 제공

AFT에서 자체 요청을 관리하고 조정하려면 별도의AWS 계정이 필요합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과 연결된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이 계정을 AFT용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FT 관리 계정을 프로비전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AWS Service Catalog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
비저닝  (p. 133). OU를 지정할 때는 2단계에서 생성한 OU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름을 지정할 때는 를 사용
하십시오AFT-Management.

Note

계정이 완전히 프로비저닝되려면 최대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FT 관리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4단계: Terraform 환경을 배포할 수 있는지 확인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Terraform에 익숙하고 Terraform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가정합
니다. AFT는 테라폼 버전0.15.x 이상을 지원합니다.

5단계: Terraform 모듈용 어카운트 팩토리를 호출하여 AFT 배포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의 AdministratorAccess자격 증명이 인증되는 동안 Terraform용 Account 
Factory 모듈을 호출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을 통해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요
청을 조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Terraform 모듈을 판매합니다. 의 AFT 저장소에서 모듈을 
볼 수 GitHub 있습니다. 모듈을 실행하고 AFT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입력에 대한 정보는 모듈의 README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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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전체 GitHub 리포지토리는 모듈로 간주됩니다. 또는 Terraform 레지스트리에서 모듈을 볼 수도 있
습니다.

환경에서 Terraform을 관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정한 경우 이 모듈을 기존 워크플로에 통합할 수 있습
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자격 증명으로 인증된 모든 환경에서 모듈을 실행하십시오.

Note

AFT 테라폼 모듈은 백엔드 테라폼 상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모듈을 적용한 후 생성된 Terraform 
상태 파일을 보존하거나 Amazon S3 및 DynamoDB를 사용하여 Terraform 백엔드를 설정해야 합니
다.

특정 입력 변수에는 개인ssh 키 또는 Terraform 토큰과 같은 민감한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은 
배포 방법에 따라 Terraform 상태 파일에서 일반 텍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는 
Terraform 상태 파일을 보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erraform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ote

Terraform 모듈을 통해 AFT를 배포하려면 몇 분이 걸립니다. 초기 배포에는 최대 30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배포가 실패하므로AWS Security Token Service (STS) 자격 증명
을 사용하고 자격 증명의 제한 시간이 전체 배포에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AWS 
STS자격 증명의 최소 제한 시간은 60분 이상입니다.

배포 후 단계
AFT 인프라 배포가 완료되면 다음 추가 단계에 따라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준비를 
하십시오.

1단계: (선택 사항) 원하는 VCS 공급자와 AWS CodeStar 연결 완료

타사 VCS 공급자를 선택하면 AFT가 AWS CodeStar 연결을 설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합니다. 선호하
는AFT에서 소스 코드의 버전 제어를 위한 대안 (p. 171) VCS로 AFT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를 참
조하십시오.

AWS CodeStar 연결 설정의 초기 단계는 AFT에서 수행합니다.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 각 저장소 채우기

AFT에서는 네 개의 리포지토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1. 계정 요청 — 이 리포지토리는 계정 요청을 올리거나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처리합니다.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AFT 계정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FT를 사용하여 신규 계정 생성하
기 (p. 150).

2.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 이 리포지토리는 글로벌 사용자 지정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AFT에
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모든 계정에 적용되는 사용자 지정을 관리합니다.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AFT 계
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을 만들려면 을 참조하십시오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상태 머신 만
들기 (p. 167).

3. 글로벌 사용자 지정 — 이 저장소는 AFT에서 생성하고 AFT로 관리하는 모든 계정에 적용되는 사용자 지
정을 관리합니다.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AFT 글로벌 사용자 지정을 만들려면 을 참조하십시오글로벌 사
용자 지정 적용 (p. 168).

4. 계정 사용자 지정 — 이 저장소는 AFT에 의해 생성되고 관리되는 특정 계정에만 적용되는 사용자 지정을 
관리합니다.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AFT 계정 사용자 지정을 만들려면 을 참조하십시오계정 사용자 지정 
적용 (p. 168).

AFT는 이러한 각 리포지토리가 특정 디렉토리 구조를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리포지토리를 채우는 데 사
용되는 템플릿과 템플릿을 채우는 방법을 설명하는 지침은 AFT github 리포지토리의 Terraform용 Account 
Factory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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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개요
테라폼용 Account Factory (AFT) 는 Terraform 파이프라인을 설정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고 사용자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FT는 Terraform 기반 계정 프로비저닝의 이점을 제공
하는 동시에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FT를 사용하면 계정 요청 Terraform 파일을 생성하여 계정 프로비저닝을 위한 AFT 워크플로를 트리거하는 
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정 프로비저닝 단계가 완료되면 AFT는 계정 사용자 지정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일련의 단계를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FT 계정 프로비저닝 파이프라인을 참조하세요.

AFT는 테라폼 클라우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및 테라폼 오픈 소스를 지원합니다. AFT를 사용하면 입력 
파일과 간단한git push 명령을 사용하여 계정 생성을 시작하고 신규 또는 기존 계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정 생성에는 조직의 표준 보안 절차 및 규정 준수 지침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 혜택과 계정 사용자 지정이 포함됩니다.

AFT는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 추적을 지원합니다.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을 제출할 때마다 AFT는 AFT 사용
자 지정AWS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을 통과하는 고유한 추적 토큰을 생성하며, 이 시스템은 실행의 일
부로 토큰을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 Amazon CloudWatch Logs 인사이트 쿼리를 사용하여 타임스탬프 범위
를 검색하고 요청 토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과 함께 제공되는 페이로드를 볼 수 있으므로 전체 
AFT 워크플로우에서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로그 및 Step Functions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아마존 CloudWatch 로그란 무엇인가요? 아마존 CloudWatch 로그 사용 설명서에서
• AWS Step Functions 개발자 가이드의 AWS Step Functions란 무엇인가요?

AFT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다른AWS 서비스의 기능을 코드형 Terraform IaC (코드형 인프라) 를 배
포하는 파이프라인과 결합합니다.구성 요소 서비스 (p. 164) AFT를 통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GitOps 모델에서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요청 제출
• 계정 메타데이터 및 감사 기록 저장
• 계정 수준 태그 적용
• 모든 계정, 계정 집합 또는 개별 계정에 사용자 지정 항목 추가
• 기능 옵션 활성화

AFT는 AFT 기능을 배포하기 위해 AFT 관리 계정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생성합니다. AFT를 설정하려면 먼저 
기존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이 있어야 합니다. AFT 관리 계정은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
과 다릅니다.

AFT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플랫폼을 위한 유연성: AFT는 초기 배포 및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모든 Terraform 배포를 지원합니다 (오
픈 소스, 클라우드 및 엔터프라이즈).

• 버전 제어 시스템의 유연성: AFT는 기본적으로 에AWS CodeCommit 의존하지만 AWS CodeStar 연결을 
위한 대체 소스를 지원합니다.

AFT는 기능 옵션을 제공합니다.

모범 사례에 따라 여러 기능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벤트 CloudTrail 로깅을 위한 조직 수준 만들기
• 계정의AWS 기본 VPC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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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비저닝된 계정을AWS 엔터프라이즈 Support 플랜에 등록

Note

AFT 파이프라인은 계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Amazon EC2 인스턴스와 같은 리
소스를 배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AWS Control Tower 계정의 자동 
프로비저닝 및 사용자 지정용입니다.

비디오 안내
이 동영상 (7:33) 에서는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로 계정을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자동 계정 프로비저닝에 대한 비디오 안내.

AFT 아키텍처
작업

AFT 관리 계정에서 AFT 작업을 실행합니다. 전체 계정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의 경우 다이어그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요청이 생성되어 파이프라인에 제출됩니다.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계정 요청을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first-in-first-out 주문을 통해 요청을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계정 요
청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2. 각 계정이 프로비저닝됩니다. 이 단계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실행됩니다.
3. 글로벌 사용자 지정은 각 벤딩 계정에 대해 생성된 파이프라인에서 실행됩니다.
4. 초기 계정 프로비전 요청에서 사용자 지정을 지정한 경우 사용자 지정은 대상 계정에서만 실행됩니다. 이

미 프로비저닝된 계정이 있는 경우 계정 파이프라인에서 추가 사용자 지정을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 계정 프로비저닝 워크플로

비용
AFT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AFT에서 배포한 리소스, AFT에서 지원하는AWS 서비스 및 AFT 
환경에 배포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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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AFT 컨피그레이션에는 향상된 데이터 보호 및 보안을 위한AWS PrivateLink 엔드포인트 할당과 지원
에 필요한 NAT 게이트웨이가 포함됩니다AWS CodeBuild. 이 인프라의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T 
Gateway의 AWS PrivateLink요금 및 Amazon VPC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비용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계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AFT에 대한 이러한 기본 설정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라폼 및 AFT 버전
테라폼용 어카운트 Account Factory (AFT) 는 테라폼 버전을 지원합니다.0.15.x또는 나중에. 다음 예와 같
이 ATF 배포 프로세스의 입력 파라미터로 Terraform 버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terraform_version = "0.15.1"

테라폼 배포
AFT는 세 가지 테라폼 배포판을 지원합니다.

• 테라폼 OSS
• 테라폼 Cloud
•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이러한 배포판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AFT 부트스트랩 프로세스 중에 선택한 
Terraform 배포를 입력 파라미터로 제공하십시오. AFT 배포 및 입력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배포 (AFT) (p. 151).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을 선택하는 경우API 토큰에 대한terraform_token
사용자 또는 팀 API 토큰이어야 합니다. 조직 토큰은 모든 필수 API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
유로 이 토큰의 값을 VCS (버전 관리 시스템) 에 체크인하지 말고테라폼 변수다음 예제와 같이

 # Sensitive variable managed in Terraform Cloud: 
 terraform_token = var.terraform_cloud_token

테라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테라폼 OSS)

Terraform OSS를 배포판으로 선택하면 AFT가 AFT 관리 계정에서 Terraform 백엔드를 관리합니다. AFT 
다운로드terraform-cliAFT 배포 및 AFT 파이프라인 단계에서 실행할 지정된 Terraform 버전 결과 
Terraform 상태 구성은 다음 형식의 Amazon S3 버킷에 저장됩니다.

aft-backend-[account_id]-primary-region

또한 AFT는 Terraform 상태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복제하는 Amazon S3 버킷을 생성합니다.AWS 리전, 재해 
복구를 위해 다음 형식의 이름이 붙습니다.

aft-backend-[account_id]-secondary-region

이러한 Terraform 상태 Amazon S3 버킷의 삭제 기능에 대한 다중 인증 (MFA) 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라폼 OS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테라폼 설명서.

Terraform OSS를 배포판으로 선택하려면 다음 입력 파라미터를 제공하십시오.

terraform_distribution = "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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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 Cloud
Terraform Cloud를 배포판으로 선택하면 AFT는 Terraform Cloud 조직의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한 작업 공간을 
만들고 결과 Terraform 실행에 대한 API 기반 워크플로를 시작합니다.

• 계정 요청
• AFT에서 제공하는 계정에 대한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 AFT에서 제공하는 계정에 대한 계정 사용자 지정
• AFT에서 제공하는 계정에 대한 글로벌 커스터마이징

그 결과 생성되는 테라폼 상태 구성은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관리합니다.

Terraform Cloud를 배포판으로 선택하려면 다음 입력 파라미터를 입력하십시오.

• terraform_distribution = "tfc"
• terraform_token— 이 매개변수에는 Terraform Cloud 토큰의 값이 포함됩니다. AFT는 해당 값을 민감

한 값으로 표시하고 이를 AFT 관리 계정의 SSM 파라미터 저장소에 보안 문자열로 저장합니다. 회사의 보
안 정책 및 규정 준수 지침에 따라 Terraform 토큰의 값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Terraform 
토큰은 사용자 또는 팀 수준 API 토큰이어야 하며 조직 토큰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terraform_org_name— 이 매개변수에는 Terraform Cloud 조직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참조테라폼 설명서Terraform Cloud 설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Terraform Enterprise를 배포판으로 선택하면 AFT는 Terraform Enterprise 조직의 다음 구성 요소에 대한 작
업 공간을 만들고 결과 Terraform 실행에 대한 API 기반 워크플로를 트리거합니다.

• 계정 요청
• AFT에서 제공하는 계정에 대한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 AFT에서 제공하는 계정에 대한 계정 사용자 지정
• AFT에서 제공하는 계정에 대한 글로벌 커스터마이징

결과 Terraform 상태 구성은 Terraform 엔터프라이즈 설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Terraform Enterprise를 배포판으로 선택하려면 다음 입력 파라미터를 제공하십시오.

• terraform_distribution = "tfe"
• terraform_token— 이 매개변수에는 Terraform 엔터프라이즈 토큰의 값이 포함됩니다. AFT는 해당 값

을 민감한 값으로 표시하고 이를 AFT 관리 계정의 SSM 파라미터 저장소에 보안 문자열로 저장합니다. 회
사의 보안 정책 및 규정 준수 지침에 따라 Terraform 토큰의 가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terraform_org_name— 이 매개 변수에는 Terraform 엔터프라이즈 조직의 이름이 포함됩니다.
• terraform_api_endpoint— 이 매개 변수에는 Terraform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URL이 포함됩니다. 이 

파라미터의 값이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https://{fqdn}/api/v2/

참조테라폼 설명서Terraform Enterprise 설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FT 버전 확인
배포된 AFT 버전을 쿼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AWSSSM Parameter Store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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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config/aft/version

레지스트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버전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module "control_tower_account_factory" { 
  source  = "aws-ia/control_tower_account_factory/aws" 
  version = "1.3.2" 
  # insert the 6 required variables here
}

AFT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AFT 리포.

AFT 버전 업데이트
배포된 AFT 버전을 다음 위치에서 가져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main리포지토리 브랜치

terraform get -update

풀이 완료되면 Terraform 플랜을 다시 실행하거나 Apply를 실행하여 AFT 인프라를 최신 변경 사항으로 업데
이트할 수 있습니다.

기능 옵션 활성화
AFT는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기능 옵션을 제공합니다. AFT 배포 중에 기능 플래그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사
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AFT 입력 구성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AFT를 사용하여 신규 계정 
생성하기 (p. 150)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각 기능을 명시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주제
• AWS CloudTrail데이터 이벤트 (p. 158)
• AWSEntSupport 플랜 (p. 159)
• AWS기본 VPC 삭제  (p. 159)

AWS CloudTrail데이터 이벤트
활성화되면AWS CloudTrail 데이터 이벤트 옵션이 이러한 기능을 구성합니다.

•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 조직 트레일을 생성합니다. CloudTrail
• Amazon S3 및 Lambda 데이터 이벤트에 대한 로깅을 활성화합니다.
• 암호화를 통해 모든 CloudTrail 데이터 이벤트를AWS KMS 암호화하고 AWS Control Tower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aws-aft-logs-* S3 버킷으로 내보냅니다.
• 로그 파일 검증 설정을 켭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AFT 배포 입력 컨피그레이션에서 다음 기능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하십시오.

aft_feature_cloudtrail_data_events

사전 조건

이 기능 옵션을 활성화하기 전에 조직에서 신뢰할 수 있는AWS CloudTrail 액세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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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상태를 확인하려면 CloudTrail :

1. AWS Organizations 콘솔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 를 선택합니다 CloudTrail.
3. 그런 다음 필요한 경우 오른쪽 상단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AWS CloudTrail콘솔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경고를 무시하십
시오. AFT는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허용한 후 이 기능 옵션을 활성화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트레일을 생성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AFT가 데이터 이벤트에 대한 추적을 만들려고 할 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ote

이 설정은 조직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AFT에서AWS Organizations 관리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에 있는 모든 계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활성화 시점의 AWS Control Tower 로
그 아카이브 계정에 있는 모든 버킷은 Amazon S3 데이터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loudTrail.

AWSEntSupport 플랜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AFT 파이프라인은 AFT에서 프로비저닝한 계정에 대한AWS 기업 Support 플랜을 활
성화합니다.

AWS기본적으로 계정에는AWS Basic Support 플랜이 활성화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AFT는 AFT가 제공하는 
계정에 대해 기업 지원 수준에 자동 등록을 제공합니다.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수행하면 계정에 대한 지원 
티켓이 열리고 해당 계정을AWS Enterprise Support 플랜에 추가하도록 요청합니다.

엔터프라이즈 Support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AFT 배포 입력 컨피그레이션에서 다음 기능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하십시오.

aft_feature_enterprise_support=false

AWSSupport 플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Support 플랜 비교를 참조하십시오.

Note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지불자 계정을 Enterprise Support 플랜에 등록해야 합니다.

AWS기본 VPC 삭제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AFT는 관리 계정에서 모든AWS 기본 VPC를 삭제하며AWS 리전, 해당 계정에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모두AWS 리전 삭제합니다.

AFT는 AFT가 프로비저닝하는 AWS Control Tower 계정 또는 AFT를 통해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한 기존AWS 계정의AWS 기본 VPC를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새AWS 계정은 기본적으로 각 계정에AWS 리전 VPC가 설정되어 생성됩니다. 기업에는 VPC를 생성하는 표
준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AFT 관리 계정의 경우AWS 기본 VPC 삭제하고 해당 VPC를 활성
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AFT 배포 입력 컨피그레이션에서 다음 기능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하십시오.

aft_feature_delete_default_vpcs_enabled

기본 VP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VPC 및 기본 서브넷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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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의 리
소스 고려 사항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AWS 계정 내에 
여러 유형의AWS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리소스 검색

• 태그를 사용하여 최신 AFT 리소스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키-값 페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Key: managed_by | Value: AFT

• 태그를 지원하지 않는 구성 요소 서비스의 경우 리소스aft 이름에서 를 검색하여 리소스를 찾을 수 있습
니다.

계정별로 처음 생성된 리소스 테이블

테라폼 관리 계정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 리소스 이름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Roles AWSAFTAdministrator

AWSAFTExecution

AWSAFTService

aws-ct-af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정책 aws-ct-aft-*

CodeCommit Repositories aws-ct-aft-*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 aws-ct-aft-*

코드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baseline-*

Amazon S3 버킷 *-aws-ct-aft-*

aws-ct-aft-*

Lambda 함수 aws-ct-aft-*

Lambda 계층 aws-ct-aft-common-layer

DynamoDB 테이블 aws-ct-aft-request

aws-ct-aft-request-audit

aws-ct-aft-request-metadata

aws-ct-aft-controltower-event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 aws-ct-aft-prebaseline

aws-ct-aft-prebaseline-
custom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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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 리소스 이름
aws-ct-aft-trigger-baseline

aws-ct-aft-features

VPC VPC aws-ct-aft-vpc

Amazon SNS 주제 aws-ct-aft-notifications

aws-ct-aft-failure-notifications

아마존 EventBridge 이벤트 버스 aws-ct-aft-events-from-ct-
management

아마존 EventBridge 이벤트 규칙 aws-ct-aft-capture-ct-events

aws-ct-aft-lambda-account-
request-processor

KMS (Key Management Service) 고객 관리형 키 *-aws-ct-aft-*

aws-ct-aft-*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aws-ct-aft/account/*

/aws/ct-aft/config/*

Amazon SQS 대기열 aws-ct-aft-account-request.fifo

aws-ct-aft-account-request-
dlg.fifo

CloudWatch 로그 그룹 /aws/*/aws-ct-aft-*

aws-ct-aft-*

AWSSupport 센터 (선택 사항) Support 플랜 Enterprise

AWS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프로비저닝된 계정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 리소스 이름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Roles AWSAFTExecution

AWSSupport 센터 (선택 사항) Support 플랜 Enterprise

AWS Control Tower Management Service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 리소스 이름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Roles AWSAFTExecutionRole

AWSAFTExecution

aws-ct-aft-controltower-event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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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 리소스 이름

AWS Systems Manager 파라미터 스토어 /aws-ct-aft/account/aws-ct-aft-
management/account-id

AWS Organizations(선택 사항) 서비스 제어 정책 aws-ct-aft-protect-resources

CloudTrail (선택 사항) 추적 aws-ct-aft-BaselineCloudTrail

AWS Support Center (선택 사항) Support 플랜 Enterprise

AWS Control Tower 로그 아카이브 계정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 리소스 이름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Roles AWSAFTExecutionRole

AWSAFTExecution

aws-ct-aft-cloudtrail-data-events-
role

KMS (Key Management Service) 고객 관리형 키 *-aws-ct-aft-kms-gd-findings

Amazon S3 버킷 *-aws-ct-aft-logs*

aws-ct-aft-s3-access-logs*

AWSSupport 센터 (선택 사항) Support 플랜 Enterprise

AWS Control Tower Support 감사 계정

AWS 서비스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 리소스 이름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Roles AWSAFTExecutionRole

AWSAFTExecution

Amazon S3 버킷 *-aws-ct-aft-logs-*

aws-ct-aft-s3-access-logs*

AWSSupport 센터 (선택 사항) Support 플랜 Enterprise

필수 역할
일반적으로 역할과 정책은 에서 ID 및 액세스 관리 (IAM) 의 일부입니다AWS. 자세한 내용은 AWSIAM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FT는 AFT 파이프라인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AFT 관리 및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여러 
IAM 역할 및 정책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최소 권한 액세스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되며, 이 모델은 각 
역할 및 정책에 필요한 최소 작업 및 리소스 세트로 권한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역할 및 정책에는 식별을
managed_by:AFT 위해AWS 태그key:value 쌍이 할당됩니다.

이러한 IAM 역할 외에도 AFT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 역할을 생성합니다.

• 더AWSAFTAdmin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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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AWSAFTExecution 롤
• 더AWSAFTService 롤

다음 주제에서 이 역할을 설명합니다.

AWSAFTAdmin 역할, 설명

AFT를 배포하면 AFT 관리 계정에AWSAFTAdmin 역할이 생성됩니다. 이 역할을 통해 AFT 파이프라인은 
AWS Control Tower 및 AFT 프로비저닝 계정에서AWSAFTExecution 역할을 맡아 계정 프로비저닝 및 사용
자 지정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AFTAdmin역할에 첨부된 인라인 정책 (JSON 아티팩트) 은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sts:AssumeRole", 
            "Resource": [ 
                "arn:aws:iam::*:role/AWSAFTExecution", 
                "arn:aws:iam::*:role/AWSAFTService" 
            ] 
        } 
    ]
}

다음 JSON 아티팩트는AWSAFTAdmin 역할에 대한 신뢰 관계를 보여줍니다. 플레이스홀더012345678901
번호는 AFT 관리 계정 ID 번호로 대체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012345678901:root" 
      }, 
      "Action": "sts:AssumeRole" 
    } 
  ]
}

AWSAFTExecution 역할, 설명

AFT를 배포하면 AFT 관리 및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AWSAFTExecution 역할이 생성됩니다. 
이후 AFT 파이프라인은 AFT 계정 프로비전 단계에서 각 AFT 프로비저닝 계정에서AWSAFTExecution 역
할을 생성합니다.

AFT는 처음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활용하여 지정된 계정에서AWSAFTExecution 역할
을 생성합니다. 이AWSAFTExecution 역할을 통해 AFT 파이프라인은 AFT 프로비저닝 계정 및 공유 계정에 
대해 AFT 프레임워크의 프로비저닝 및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단계에서 수행되는 단계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고유한 역할을 통해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 지정 권한을 리소스를 처음 배포할 때 허용되는 권한과 분리하는 것입니
다. AWSAFTService역할은 계정 프로비저닝을 위한 것이고AWSAFTExecution 역할은 계정 사용
자 지정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구분은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에서 허용되는 권한 범위
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AWS Control Tower 공유 계정을 사용자 지정하는 경우 특히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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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공유 계정에는 결제 세부 정보 또는 사용자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
니다.

AWSAFTExecution역할 권한: AdministratorAccess— AWS 관리형 정책

다음 JSON 아티팩트는AWSAFTExecution 역할에 연결된 IAM 정책 (신뢰 관계) 을 보여줍니다. 플레이스홀
더012345678901 번호는 AFT 관리 계정 ID 번호로 대체됩니다.

에 대한 신뢰 정책AWSAFTExecution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012345678901:role/AWSAFTAdmin" 
      }, 
      "Action": "sts:AssumeRole" 
    } 
  ]
}

AWSAFTService 역할, 설명

AWSAFTService역할은 공유 계정 및 관리 계정을 비롯한 모든 등록 및 관리 계정에 AFT 리소스를 배포합니
다. 이전에는AWSAFTExecution 역할별로만 리소스를 배포했습니다.

AWSAFTService역할은 서비스 인프라에서 프로비저닝 단계에서 리소스를 배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
며,AWSAFTExecution 역할은 사용자 지정을 배포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할을 맡으면 각 
단계에서 보다 세부적인 액세스 제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WSAFTService역할 권한: AdministratorAccess— AWS 관리형 정책

다음 JSON 아티팩트는AWSAFTService 역할에 연결된 IAM 정책 (신뢰 관계) 을 보여줍니다. 플레이스홀
더012345678901 번호는 AFT 관리 계정 ID 번호로 대체됩니다.

에 대한 신뢰 정책AWSAFTService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012345678901:role/AWSAFTAdmin" 
      }, 
      "Action": "sts:AssumeRole" 
    } 
  ]
}

구성 요소 서비스
AFT를 배포하면 이러한 각AWS 서비스에서 구성 요소가AWS 환경에 추가됩니다.

• AWS Control Tower — AFT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의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계정을 프로비저닝합니다.

• Amazon DynamoDB — AFT는 계정 요청, 계정 업데이트의 감사 기록, 계정 메타데이터 및 AWS Control 
Tower 수명 주기 이벤트를 저장하는 Amazon DynamoDB 테이블을 AFT 관리 계정에 생성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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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는 DynamoDB Lambda 트리거를 생성하여 AFT 계정 프로비저닝 워크플로 시작과 같은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 AFT는 AFT 관리 계정과 AWS Control Tower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이 버킷에는 AFT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AWS 서
비스에서 생성된 로그가 저장됩니다. 또한 AFT는 기본 및 보조 AWS 리전에 Terraform 백엔드 S3 버킷을 
생성하여 AFT 파이프라인 워크플로 중에 생성된 Terraform 상태를 저장합니다.

• 아마존 단순 알림 서비스 — AFT는 모든 AFT 계정 요청을 처리한 후 성공 및 실패 알림을 저장하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SNS) 주제를 AFT 관리 계정에 생성합니다. 선택한 프로토콜을 사용
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 — AFT는 AFT 관리 계정에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 (Amazon SQS) FIFO 대기열을 
생성합니다. 대기열을 사용하면 여러 계정 요청을 parallel 제출할 수 있지만 순차적 처리를 위해 한 번에 
하나의 요청을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로 전송합니다.

• AWS CodeBuild — AFT는 AFT 관리 계정에서 AWS CodeBuild 빌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다양한 빌드 단
계에서 AFT 소스 코드에 대한 Terraform 계획을 초기화, 컴파일, 테스트 및 적용합니다.

• AWS CodePipeline — AFT는 AFT 관리 계정에서 선택한 지원 AWS CodeStar 연결 공급자와 통합하여 
AFT 소스 코드에 대한 AWS CodePipeline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AWS에서 빌드 작업을 CodeBuild 트리
거합니다.

• AWS Lambda — AFT는 AFT 관리 계정에 AWS Lambda 함수 및 계층을 생성하여 계정 요청, AFT 계정 프
로비저닝 및 계정 사용자 지정 프로세스 중에 단계를 수행합니다.

•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 AFT는 AFT 관리 계정에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스토어를 설정하여 AFT 파이프라인 프로세스에 필요한 구성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 Amazon CloudWatch — AFT는 AFT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서 생성된 로그를 저장하기 
위해 AFT 관리 계정에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을 생성합니다. CloudWatch 로그 보존 기간은 로 설
정됩니다Never Expire.

• Amazon VPC — AFT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AFT 관리 계정의 서비스와 리소스를 별도의 네트워킹 환경
으로 분리하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VPC) 를 생성합니다.

• AWS KMS — AFT는 AFT 관리 계정과 AWS Control Tower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AWS Key 
Management Service (KMS) 를 사용합니다. AFT는 Terraform 상태, DynamoDB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 
및 SNS 주제를 암호화하는 키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로그와 아티팩트는 AFT에서 AWS 리소스 및 서비스
를 배포할 때 생성됩니다. AFT에서 생성한 KMS 키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순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 AFT는 권장되는 최소 권한 모델을 따릅니다. 필요에 따
라 AFT 관리 계정, AWS Control Tower 계정 및 AFT 프로비저닝 계정에서 AWS ID 및 액세스 관리 (IAM) 
역할 및 정책을 생성하여 AFT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 중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AWS Step Functions — AFT는 AFT 관리 계정에 AW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상
태 머신은 AFT 계정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및 사용자 지정을 위한 프로세스 및 단계를 조정하고 자동화
합니다.

• Amazon EventBridge — AFT는 AFT 및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Amazon EventBridge 이벤트 
버스를 생성하여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캡처하고 AFT 관리 계정의 DynamoDB 테이
블에 장기간 저장합니다. AFT는 AFT 관리 및 AWS 컨트롤 타워 관리 계정에서 AWS CloudWatch 이벤트 
규칙을 생성하여 AFT 파이프라인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동안 필요한 여러 단계를 트리거합니다.

• AWS CloudTrail (선택 사항) —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AFT는 Amazon S3 버킷 및 AWS Lambda 함수에 대
한 데이터 이벤트를 로깅하기 위해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 AWS CloudTrail 조직 추적을 생성합
니다. AFT는 이러한 로그를 AWS Control Tower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 중앙 S3 버킷으로 보냅니다.

• AWS Support (선택 사항) —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AFT는 AFT에서 프로비저닝한 계정에 대해 AWS 엔터
프라이즈 Support 플랜을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AWS 계정은 AWS 기본 Support 플랜이 활성화된 상
태에서 생성됩니다.

AFT 계정 프로비저닝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의 계정 프로비저닝 단계가 완료된 후 AFT 프레임워크가 계속됩니다.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일
련의 단계를 자동으로 실행하여 새로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세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계정 사용자 지
정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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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 파이프라인이 실행하는 다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정 요청 입력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2.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대한 정보 (예: 계정 ID) 를 검색합니다.
3. AFT 관리 계정의 DynamoDB 테이블에 계정 메타데이터를 저장합니다.
4. 새로 프로비저닝된 계정에서 AWSAFTExecution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AFT는 이 역할을 맡아 계정 사

용자 지정 단계를 수행합니다. 이 역할은 어카운트 팩토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때
문입니다.

5. 계정 요청 입력 매개 변수의 일부로 제공한 계정 태그를 적용합니다.
6. AFT 배포 시 선택한 AFT 기능 옵션을 적용합니다.
7. 제공한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을 적용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git 리포지토리에서 AW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을 사용하여 이러한 사용자 지정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단계
를 계정 프로비전 프레임워크 단계라고도 합니다. 이는 핵심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의 일부이지만, 다음 단
계에서 계정에 추가 사용자 지정을 추가하기 전에 계정 프로비전 워크플로의 일부로 사용자 지정 통합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전에 설정했습니다.

8. 프로비저닝된 각 계정에 대해 AFT 관리 계정이AWS CodePipeline 생성되고, 이 계정이 실행되어 (다음, 
글로벌)계정 사용자 지정 (p. 167) 단계를 수행합니다.

9. 프로비저닝 (및 대상 지정) 된 각 계정에 대해 계정 사용자 지정 파이프라인을 호출합니다.
10.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는 SNS 주제에 성공 또는 실패 알림을 보냅니다.

스테이트 머신으로 계정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사용자 지정을 설
정합니다.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Terraform이 아닌 사용자 지정 통합을 설정하면 이러한 사용자 지정이 AFT 계
정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FT에서 생성한 모든 계정이 보안 표준과 같은 조직의 표
준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정 사용자 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준은 추가 사용자 
지정 전에 계정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프로비전 프레임워크 사용자 지정은 다음에 글로벌 계정 
사용자 지정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프로비전된 모든 계정에 구현됩니다.

Note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AFT 기능은 AWS Step Functions Functions의 기능을 이해하는 고급 사용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안으로 계정 사용자 지정 단계에서 글로벌 도우미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좋
습니다.

AFT 계정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정의한 AW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을 호출하여 사용자 지
정을 구현합니다. 가능한 상태 머신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WS Step Functions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여기 몇 가지 일반적인 통합이 있습니다.

• AWS Lambda는 원하는 언어로 작동합니다.
•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AWS ECS 또는 AWS Fargate 작업
• AWS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호스팅되는 맞춤형 작업자를 사용하는 AWS Step Functions 활동
• Amazon SNS 또는 SQS 통합

AW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 스테이지는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상태 머신을 만들려면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상태 머신 만들기 (p. 167). 사용자 지정을 추가하려면 먼저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통합은 AWS Control Tower의 일부가 아니며, AFT 계정 사용자 지정의 글로벌 사전 API 단계
에서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대신 AFT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러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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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지정은 프로비저닝 워크플로우에서 실행됩니다. 다음 섹션에 설명된 
대로 AFT 계정 프로비저닝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상태 머신을 생성하여 이러한 사용자 지정을 구현해
야 합니다.

상태 머신을 생성하려면 먼저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완전히 배치된 AFT. AFT 배포에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배포 (AFT) (p. 151)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 환경에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을 위한git 리포지토리를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배포 후 
단계 (p. 153) 섹션을 참조하세요.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상태 머신 만들기
1단계: 상태 머신 정의 수정

예제customizations.asl.json 스테이트 머신 정의를 수정하십시오. 예제는 배포 후 단계에서 AFT 계
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을 저장하기 위해 설정한git 리포지토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태 머신 정
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tep Functio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해당 테라폼 구성 포함

사용자 지정 통합을 위한 상태 머신 정의가 있는 동일한git 리포지토리에.tf 확장자를 가진 Terraform 파일
을 포함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상태 머신 작업 정의에서 Lambda 함수를 호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동일한 디
렉터리에lambda.tf 파일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사용자 지정 구성에 필요한 IAM 역할 및 권한을 포함해야 
합니다.

적절한 입력을 제공하면 AFT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상태 머신을 호출하고 AFT 계정 프로비저닝 프레임워
크 단계의 일부로 사용자 지정을 배포합니다.

AFT 계정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및 사용자 지정을 다시 시작하려
면
AFT는 AFT 파이프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계정에 대해 계정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및 사용자 지정 단
계를 실행합니다. 계정 프로비전 사용자 지정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 계정 요청 리포지토리에서 기존 계정을 변경하세요.
2. AFT에 새 계정을 등록하세요.

계정 사용자 지정
AFT는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표준 또는 사용자 지정 구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AFT 관리 계정에서 AFT는 
각 계정에 대해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모든 계정, 계정 집합 또는 개별 
계정에서 사용자 지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Python 스크립트, bash 스크립트 및 Terraform 구성을 실행하
거나 계정 사용자 지정 단계의 일부로 AWS CLI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요
선택한git 리포지토리 (글로벌 사용자 지정을 저장하는 저장소 또는 계정 사용자 지정을 저장하는 저장소) 
에서 사용자 지정을 지정하면 AFT 파이프라인에 의해 계정 사용자 지정 단계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계정
을 소급하여 사용자 지정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지정 재호출 (p. 169).

글로벌 사용자 지정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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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에서 제공하는 모든 계정에 특정 사용자 지정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IAM 역
할을 생성하거나 모든 계정에 사용자 지정 컨트롤을 배포해야 하는 경우 AFT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사용자 
지정 단계를 통해 자동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자 지정 (선택 사항)

다른 AFT 프로비저닝 계정과 다르게 개별 계정 또는 계정 집합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AFT 파이프라인의 계
정 사용자 지정 부분을 활용하여 계정별 구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정에만 인터넷 게이트
웨이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 사항 사항 요구 사항 사항 요구 사항 사항 사항
계정을 사용자 지정하기 전에 이러한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완전히 배치된 AFT. 배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구성 및 시작 (p. 152).

• 사용자 환경의 글로벌 사용자 지정 및 계정 사용자 지정을 위해 미리 채워진git 리포지토리입니다. 자세
한 내용은 3단계: 각 저장소배포 후 단계 (p. 153) 채우기를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사용자 지정 적용
글로벌 사용자 지정을 적용하려면 선택한 저장소에 특정 폴더 구조를 푸시해야 합니다.

• 사용자 지정 구성이 파이썬 프로그램 또는 스크립트의 형태인 경우 저장소의 api_helpers/python 폴더에 
배치하십시오.

• 사용자 지정 구성이 Bash 스크립트 형식인 경우 저장소의 api_helpers 폴더에 배치하십시오.
• 사용자 지정 구성이 Terraform 형식인 경우 저장소의 terraform 폴더에 배치하십시오.
• 사용자 지정 구성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사용자 지정 README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Note

글로벌 커스터마이징은 AFT 파이프라인의 AFT 계정 프로비저닝 프레임워크 단계 이후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정 사용자 지정 적용

선택한 저장소에 특정 폴더 구조를 푸시하여 계정 사용자 지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자 지정은 
AFT 파이프라인에서 글로벌 사용자 지정 단계 이후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정 사용자 지정 리포지토리에
서 다양한 계정 사용자 지정을 포함하는 여러 폴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각 계정 사용자 지정에 대
해 다음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계정 사용자 지정을 적용하려면

1. 1단계: 계정 사용자 지정 폴더 생성

선택한 저장소에서 AFT가 제공하는ACCOUNT_TEMPLATE 폴더를 새 폴더에 복사합니다. 새 폴더의 이름
은 계정 요청에 입력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account_customizations_name

2. 특정 계정 사용자 지정 폴더에 구성 추가

구성 형식에 따라 계정 사용자 지정 폴더에 구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지정 구성이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의 형태인 경우 저장소의
[account_customations_name] /api_helpers/python 폴더 아래에 배치하세요.

• 사용자 지정 구성이 Bash 스크립트 형식인 경우 저장소의 [account_customations_name] /
api_helpers 폴더 아래에 배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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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구성이 Terraform 형식인 경우 저장소의 [account_customations_name] /terraform
폴더 아래에 배치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구성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사용자 지정 README 파일을 참조하세요.
3. 계정 요청 파일의 특정account_customizations_name 매개 변수를 참조하십시오.

AFT 계정 요청 파일에는 입력 매개변수가 포함되어account_customizations_name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의 값으로 계정 사용자 지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사용자 환경의 계정에 대해 여러 계정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르거나 유사한 계정 사용자 지
정을 적용하려면 계정 요청의account_customizations_name 입력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계정 
사용자 지정을 지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 계정 요청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재호출
AFT는 AFT 파이프라인에서 사용자 지정을 다시 호출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방법은 새 사용자 지정 단
계를 추가했거나 기존 사용자 지정을 변경할 때 유용합니다. 다시 호출하면 AFT는 사용자 지정 파이프라인
을 시작하여 AFT 프로비저닝 계정을 변경합니다. event-source-based 다시 호출하면 개별 계정, 모든 계정, 
해당 OU에 따른 계정 또는 태그에 따라 선택한 계정에 사용자 지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단계를 따라 AFT로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다시 호출하십시오.

1단계: 글로벌 또는 계정 사용자 지정git 리포지토리로 변경 내용 푸시

필요에 따라 글로벌 및 계정 사용자 지정을 업데이트하고 변경 사항을git 리포지토리로 다시 푸시할 수 있
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단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벤트 소스에서 사
용자 지정 파이프라인을 호출해야 합니다.

2단계: 사용자 지정 재호출을 위한 AWS Step 함수 실행 시작

AFT는 AFT 관리aft-invoke-customizations 계정에서 호출되는 AWS 스텝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 함
수의 목적은 AFT로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대한 사용자 지정 파이프라인을 다시 호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aft-invoke-customizations AWS Step 함수에 입력을 전달하기 위해 생성할 수 있는 이벤트 스
키마 (JSON 형식) 의 예입니다.

{ 
  "include": [ 
    { 
      "type": "all" 
    }, 
    { 
      "type": "ous", 
      "target_value": [ "ou1","ou2"] 
    }, 
    { 
      "type": "tags", 
      "target_value": [ {"key1": "value1"}, {"key2": "value2"}] 
    }, 
    { 
      "type": "accounts", 
      "target_value": [ "acc1_ID","acc2_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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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de": [ 
    { 
      "type": "ous", 
      "target_value": [ "ou1","ou2"] 
    }, 
    { 
      "type": "tags", 
      "target_value": [ {"key1": "value1"}, {"key2": "value2"}] 
    }, 
    { 
      "type": "accounts", 
      "target_value": [ "acc1_ID","acc2_ID"] 
    } 
  ]
}

예제 이벤트 스키마는 재호출 프로세스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계정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직 단
위 (OU), 계정 태그 및 계정 ID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하지 않고 명세서를"type":"all"
포함하면 AFT로 프로비저닝된 모든 계정에 대한 사용자 지정이 다시 호출됩니다.

Note

사용 중인 AWS Control Tower 버전이 1.6.5 이상이면 중첩된 OU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OU Name (ou-id-1234 (구문 사용).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GitHub.

이벤트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Step Functions Functions가 실행되고 해당 사용자 지정을 호출합니다. AFT는 
한 번에 최대 5개의 사용자 지정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Step Functions는 이벤트 기준과 일치하는 모든 계정
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반복합니다.

3단계: AWS 단계 함수 출력을 모니터링하고 AWS가 CodePipeline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 스텝 함수 출력에는 스텝 함수 입력 이벤트 소스와 일치하는 계정 ID가 포함됩니다.
• 개발자 CodePipeline 도구에서 AWS로 이동하여 계정 ID에 해당하는 사용자 지정 파이프라인을 확인하십

시오.

AFT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 추적을 통한 문제 해결
대상 계정 및 사용자 지정 요청 ID가 포함된AWS Lambda 내보내기 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계정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 AFT를 사용하면 대상 계정 또는 사용자 지정 요청 ID별로 사용자 지정 요청과 관련된 CloudWatch 
CloudWatch 로그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Logs Insights 쿼리를 제공하여 Amazon CloudWatch 
Logs로 사용자 지정 요청을 추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Logs 
사용 설명서의 Amazon Logs를 사용한 CloudWatch 로그 데이터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AFT에 CloudWatch 로그 인사이트를 사용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로그를 선택한 다음 로그 인사이트를 선택합니다.
3. 쿼리를 선택합니다.
4. 샘플 쿼리에서 Terraform용 Account Factory 팩토리를 선택한 후 다음 쿼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계정 ID별 사용자 지정 로그
Note

“YOUR-ACCOUNT-ID”# 대상 계정 ID로 바꿔야 합니다.

fields @timestamp, log_message.account_id as target_account_id, 
 log_message.customization_request_id as customization_request_id, log_message.detail 
 as detail, @log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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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t @timestamp desc
| filter log_message.account_id == "YOUR-ACCOUNT-ID" and @message like /
customization_request_id/

• 사용자 지정 요청 ID별 사용자 지정 로그

Note

“### ## ## ID”# ### ## ## ID로 바꿔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요청 ID는 AFT 계정 프
로비저닝 프레임워크AW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의 출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FT 계
정 프로비전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FT 계정 프로비전 파이프라인을 참조하십시
오.

fields @timestamp, log_message.account_id as target_account_id, 
 log_message.customization_request_id as customization_request_id, log_message.detail 
 as detail, @logStream
| sort @timestamp desc
| filter log_message.customization_request_id == "YOUR-CUSTOMIZATION-REQUEST-ID"

5. 쿼리를 선택한 후 시간 간격을 선택한 다음 쿼리 실행을 선택합니다.

AFT에서 소스 코드의 버전 제어를 위한 대안
AFT는 기본적으로AWS CodeCommit소스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 (VCS) 의 경우 다른 것을 허용합니
다.AWSCodeStar연결비즈니스 요구 사항 또는 기존 아키텍처를 충족합니다. AFT 배포 필수 구성 요소의 일
부로 타사 VCS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FT는 다음과 같은 소스 코드 제어 대안을 지원합니다.

• GitHub
• GitHubEnterprise Server
• BitBucket

를 선택하는 경우AWS CodeCommitVCS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AFT는 필요한 항목
을 만듭니다.git사용자 환경의 리포지토리 (기본 이름 포함) 하지만 에 대한 기본 리포지토리 이름을 재정의
할 수 있습니다.CodeCommit필요에 따라 조직 표준을 준수합니다.

AFT를 사용하여 대체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 (사용자 정의 
VCS) 설정
AFT 배포를 위한 대체 소스 코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단계 1: 생성git지원되는 타사 버전 관리 시스템 (VCS) 의 리포지토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AWS CodeCommit를 생성해야 합니다.git다음 항목에 대한 AFT가 지원하는 타사 VCS 
공급자 환경의 리포지토리입니다.

• AFT 계정 요청 샘플 코드. AFT 계정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FT를 사용하여 신
규 계정 생성하기 (p. 150).

•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샘플 코드. 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AFT 계정 프로비저닝 사용자 지정 상태 머신 만들기 (p. 167).

• AFT 글로벌 사용자 지정. 샘플 코드. AFT 전역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계
정 사용자 지정 (p. 167).

• AFT 계정 사용자 지정. 샘플 코드. AFT 계정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계정 
사용자 지정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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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AFT 배포에 필요한 VCS 구성 매개 변수 지정

AFT 배포의 일부로 VCS 공급자를 구성하려면 다음 입력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 vcs_공급자: 사용하지 않는 경우AWS CodeCommit에서 VCS 공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
다."bitbucket","github"또는"githubenterprise"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 기텀_엔터프라이즈_URL: 용GitHub엔터프라이즈 고객만 해당GitHubURL.
• 계정_요청_저장소_이름: 기본적으로 이 값은 로 설정됩니다.aft-account-request...에 대한AWS 

CodeCommit사용자. 에 새 이름으로 저장소를 만든 경우CodeCommit또는 AFT 지원 타사 VCS 공급자 환
경에서 이 입력 값을 실제 저장소 이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용BitBucket, 기트허브,GitHub엔터프라이즈, 
리포지토리 이름의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Org]/[Repo].

• 계정_사용자 지정_저장소_이름: 기본적으로 이 값은 로 설정됩니다.aft-account-customizations...
에 대한AWS CodeCommit사용자. 에 새 이름으로 저장소를 만든 경우CodeCommit또는 AFT가 지원하는 
타사 VCS 공급자 환경에서 이 입력 값을 저장소 이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용BitBucket, 기트허브,GitHub
엔터프라이즈, 리포지토리 이름의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Org]/[Repo].

• 계정_프로비저닝_사용자 지정_저장_이름: 기본적으로 이 값은 로 설정됩니다.aft-account-
provisioning-customizations...에 대한AWS CodeCommit사용자. 에 새 이름으로 저장소를 만든 
경우AWS CodeCommit또는 AFT 지원 타사 VCS 공급자 환경에서 이 입력 값을 저장소 이름으로 업데이
트합니다. 용BitBucket, 기트허브,GitHub엔터프라이즈, 리포지토리 이름의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Org]/
[Repo].

• 글로벌_커스터마이즈_리포_이름: 기본적으로 이 값은 로 설정됩니다.aft-global-customizations...
에 대한AWS CodeCommit사용자. 에 새 이름으로 저장소를 만든 경우CodeCommit또는 AFT가 지원하는 
타사 VCS 공급자 환경에서 이 입력 값을 저장소 이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용BitBucket, 기트허브,GitHub
엔터프라이즈, 리포지토리 이름의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Org]/[Repo].

• 계정_요청_저장소_브랜치: 브랜치는main기본적으로 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FT 소스main각 브랜치git리포지토리 분기 이름 값을 추가 입력 매개 변수로 재정의할 수 있
습니다. 입력 매개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 README 파일을 참조하십시오.AFT 테라폼 모듈.

단계 3: AWS CompleteCodeStar타사 VCS 공급자를 위한 연결

배포가 실행될 때 AFT는 필수 항목을 만듭니다.AWS CodeCommit리포지토리 또는 AWS를 생성합니
다.CodeStar선택한 타사 VCS 공급자에 대한 연결 후자의 경우 AFT 관리 계정의 콘솔에 수동으로 로그인
하여 보류 중인 AWS를 완료해야 합니다.CodeStar연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CodeStar선적 서류 비
치AWS 완료에 대한 추가 지침CodeStar연결

데이터 보호
AWS공동 책임 모델을 AFT에 공동 모델을 적용한다. 데이터 보호를 위해 다음은 모범 사례에 대한 권장 모범 
사례입니다.

• AWS Control Towe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 지침을 따르십시오. 세부 정보는 AWS Control Tower 의 
데이터 보호 (p. 993)을 참조하세요.

• AFT 배포 시 생성된 Terraform 상태 구성을 보존합니다. 세부 정보는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배포 (AFT) (p. 151)을 참조하세요.

• 조직의 보안 정책에 따라 중요한 자격 증명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비밀의 예로는 Terraformgit 토큰, 
토큰 등이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AFT는 Amazon S3 버킷, Amazon SNS 주제, Amazon SQS 대기열, Amazon DynamoDB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며, Amazon DynamoDB 데이터베이스를AWS 키 관리 키로 암호화합니다. AFT에서 생성한 KMS 
키에는 기본적으로 연간 순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Terraform의 Terraform 클라우드 또는 Terraform 
엔터프라이즈 배포판을 선택하면 AFT에는 민감한 Terraform 토큰 값을 저장하는AWS Systems Manager 
SecureString 매개 변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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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서비스 (p. 164)AFT는 에 설명된 대로 기본적으로 저장 시 암호화된AWS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FT의 각 구성 요소AWS 서비스에 대한AWS 설명서를 참조하고 각 서비스가 준수하는 데이
터 보호 관행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AFT는 기본적으로 전송 시 암호화를구성 요소 서비스 (p. 164) 사용하는 에 설명된AWS 서비스를 사용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FT의 각 구성 요소AWS 서비스에 대한AWS 설명서를 참조하고 각 서비스가 준수하는 
데이터 보호 관행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배포의 경우 AFT는 테라폼 조직에 액세스하기 위해 HTTPS 엔
드포인트 API를 호출합니다. AWS CodeStar 연결을 지원하는 타사 VCS 공급자를 선택하면 AFT는 VCS 공
급자 조직에 액세스하기 위해 HTTPS 엔드포인트 API를 호출합니다.

AFT에서 계정 제거
이 항목에서는 AFT 파이프라인이 계정 배포 및 업데이트를 중지하도록 AFT에서 계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
명합니다.

Important

AFT 파이프라인에서 계정을 제거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으며 상태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된 애플리케이션의 계정을 폐쇄하거나, 손상된 계정을 격리하거나,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계
정을 이동하려는 경우 AFT에서 계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Note

AFT에서 계정을 제거하는 것은 AWS Control Tower 계정 또는 계정을 삭제하는 것과 다릅니다
AWS 계정. AFT에서 계정을 제거해도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여전히 해당 계정을 관리합니다. 
AWS Control Tower 계정을 삭제하거나AWS 계정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에서 계정 관리를 취소하십시오.
• AWS Billing사용 설명서의 계정 해지

AFT 파이프라인에서 계정을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에서는 AFT에서 계정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계정 요청을 저장하는git 저장소에서 계정 제거

계정 요청을 저장하는git 저장소에서 AFT에서 제거하려는 계정에 대한 계정 요청을 삭제합니다.

계정 요청 리포지토리에서 계정 요청을 제거하면 AFT는 사용자 지정 파이프라인 및 계정 메타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FT의 1.8.0 릴리스 노트를 참조하십시오 GitHub.

2. 테라폼 작업 영역 삭제 (테라폼 클라우드 및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고객만 해당)

AFT에서 제거하려는 계정의 글로벌 사용자 지정 및 계정 사용자 지정 작업 영역을 삭제합니다.
3. Amazon S3 백엔드에서 테라폼 상태 삭제

AFT 관리 계정에서 AFT에서 제거하려는 계정의 Amazon S3 버킷 내 관련 폴더를 모두 삭제합니다.
Tip

다음 예에서 AFT 관리 계정 ID012345678901 번호로 대체하십시오.

예: 테라폼 OS

Terraform OSS를 선택하면 Amazon S3aft-backend-012345678901-primary-region 버킷
과aft-backend-012345678901-secondary-region Amazon S3 버킷에서 각 계정별로 폴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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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폴더는 계정 사용자 지정 상태, 사용자 지정 파이프라인 상태 및 글로벌 사
용자 지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테라폼 클라우드 또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선택하면aft-backend-012345678901-primary-
region 및aft-backend-012345678901-secondary-region Amazon S3 버킷에서 각 계정의 폴
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폴더는 사용자 지정 파이프라인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운영 지표
기본적으로테라폼 어카운트 Account Factory (AFT)에 익명의 운영 메트릭을 보냅니다.AWS. 당사는 이 데이
터를 사용하여 고객이 AFT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솔루션의 품질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
다. AFT 배포 중에 매개 변수를 변경하여 데이터 수집을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 활성화되면 다음 데
이터가 로 전송됩니다.AWS:

• 솔루션: AFT별 식별자입니다.
• 버전: AFT의 버전
• 범용 고유 식별자 (UUID): 각 AFT 배포에 대해 임의로 생성된 고유 식별자
• Timestamp: 데이터 수집 타임스탬프
• 데이터: 고객이 취한 AFT 구성 및 조치

AWS수집된 데이터를 소유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WS프라이버시 정책.

Note

1.6.0 이전 버전의 AFT는 사용 메트릭을AWS.

보고 지표에서 옵트아웃하려면

• 입력 값 설정aft_metrics_reporting에false다음 예제와 같이 Terraform 입력 구성 파일에서 AFT를 
다시 배포합니다. 이 값은 로 설정됩니다.true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

예제를 복사하는 경우 문자열에 지정된 항목을 실제 ID 및 Region 값으로 대체해야 합니다.x.

    module "control_tower_account_factory" { 
    source = "aws-ia/control_tower_account_factory/aws" 
     
    # Required Vars 
    ct_management_account_id    = "xxxxxxxxxxx" 
    log_archive_account_id      = "xxxxxxxxxxx" 
    audit_account_id            = "xxxxxxxxxxx" 
    aft_management_account_id   = "xxxxxxxxxxx" 
    ct_home_region              = "xx-xxxx-x" 
    tf_backend_secondary_region = "xx-xxxx-x" 
     
    # Optional Vars 
    aft_metrics_reporting = false    # to opt out, set this value to false  
    }

테라폼용 Account Factory (AFT) 문제 해결 가이드
이 섹션은 Terraform용 Account Factory (AFT) 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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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일반 문제 (p. 175)
• 계정 프로비저닝/등록 관련 문제 (p. 175)
• 사용자 지정 호출 관련 문제 (p. 176)
• 계정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문제 (p. 176)

일반 문제
• AWS리소스 할당량 초과

로그 그룹에서AWS 리소스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표시되면 AWS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어카운트 팩토
리는AWS CodeBuildAWS Organizations, 및 를 포함하는 리소스 할당량과AWS 서비스 함께 사용합니다
AWS Systems Manager.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 이게 뭐야AWS CodeBuild? CodeBuild 사용자 가이드에서
• 이게 뭐야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게 뭐야AWS Systems Manager?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카운트 팩토리의 오래된 버전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버그라고 생각되면 Account Factory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Account Factory 버전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Account Factory 소스 코드가 로컬로 변경되었습니다.

어카운트 팩토리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ccount Factory 코어 코드를 
지원합니다. Account Factory 코어 코드를 로컬에서 변경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만 Account Factory 배포를 지원합니다.

• Account Factory 역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음

Account Factory는 IAM 역할 및 정책을 생성하여 벤더 계정 배포 및 사용자 지정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역
할 또는 정책을 변경하면 Account Factory 파이프라인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필수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 계정 리포지토리가 올바르게 채워지지 않음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배포 후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OU를 수동으로 변경한 후 드리프트가 감지되지 않음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드리프트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드리프트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Control Tower에서의 드리프트 탐지 및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조직 단위 (OU) 를 수동으로 변경할 때는 드리프트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카운트 팩토리의 이
벤트 기반 특성 때문입니다. 계정 요청이 제출되면 Terraform에서 관리하는 리소스는 직접 계정이 아닌 
Amazon DynamoDB 항목입니다. 항목이 변경되면 요청이 대기열에 추가되고, AWS Control Tower는 
Service Catalog (계정 세부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 를 통해 요청을 처리합니다. OU를 수동으로 변경하
는 경우 계정 요청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드리프트가 감지되지 않습니다.

계정 프로비저닝/등록 관련 문제
• 계정 요청 (이메일 주소/이름) 이 이미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프로비저닝 또는 AS에서 Service Catalog 제품 장애가 발생합니
다ConditionalCheckFailedException.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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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폼 또는 로그 CloudWatch 로그 그룹을 검토하세요.
• Amazon SNS 주제에 발생하는 장애를aft-failure-notifications 검토합니다.

• 잘못된 계정 요청

계정 요청이 예상 스키마를 따르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보려면 terraform-aws-
control_tower_account_factory를 참조하십시오 GitHub.

• AWSOrganizations 리소스 할당량 초과

계정 요청이AWS Organizations 리소스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Organizations 할당량을 참조하세요.AWS

사용자 지정 호출 관련 문제
• 대상 계정이 어카운트 팩토리에 온보딩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지정 요청에 포함된 모든 계정이 Account Factory에 온보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기존 계정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지정 요청 대상이 DynamoDBaft-request-metadata 테이블에는 있지만 계정 요청 리포지토리
에는 없는 계정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제가 되는 계정을 제외하도록 사용자 지정 호출 요청을 포맷합니다.
• DynamoDBaft-request-metadata 테이블에서 계정 요청 리포지토리에 더 이상 없는 계정을 참조하

는 항목을 삭제합니다.
• “all”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계정이 속한 OU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계정을 직접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 Terraform 클라우드에 잘못된 토큰을 사용했습니다.

올바른 토큰을 설정했는지 확인하세요. Terraform Cloud는 팀 기반 토큰만 지원하며 조직 기반 토큰은 지
원하지 않습니다.

• 계정 사용자 지정 파이프라인이 생성되기 전에 계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계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없습
니다.

계정 요청 리포지토리에서 계정 사양을 변경합니다. 계정의 태그 값 변경과 같은 변경 작업을 수행하면 파
이프라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Account Factory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려는 경로를 따릅니다.

계정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문제
계정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AFT 버전이 1.8.0 이상이고 DynamoDB 요청 테
이블에서 계정 관련 메타데이터의 모든 인스턴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AFT 버전 1.8.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릴리스 1.8.0을 참조하십시오 GitHub.

AFT 버전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FT 버전 확인하기
• AFT 버전 업데이트

또한 Amazon CloudWatch Logs Insights 쿼리를 사용하여 대상 계정 및 사용자 지정 요청 ID가 포함된 로그
를 필터링하여 사용자 지정 요청을 추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FT 계정 사용자 지
정 요청 추적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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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결

드리프트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은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 관리자의 일반적인 운영 작업입니다. 드
리프트 확인은 거버넌스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anding zone 존을 생성하면 landing zone 존과 모든 OU (조직 단위), 계정 및 리소스가 선택한 컨트롤에 의
해 적용되는 거버넌스 규칙을 준수합니다. 귀하와 조직 구성원이 landing zone 존을 사용할 때 이 규정 준수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경 사항은 실수일 수 있으며, 일부는 시간에 민감한 작업 이벤트에 의도
적으로 응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감지로 드리프트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 또는 구성 업데이트가 필요한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
다.

드리프트 감지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드리프트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드리프트를 감지하려
면AWSControlTowerAdmin 역할을 수행하려면 AWS Control Tower가 읽기 전용 API 호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계정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가 필요합니다AWS Organizations. 이러한 API 호출은AWS 
CloudTrail 이벤트로 표시됩니다.

드리프트 (Alarm notification) 에서 감사 계정에 집계되는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알림에서 드리프트 (Alarm notification) 에서 표시됩니다. 각 멤버 계정의 알림은 로컬 Amazon SNS 주
제 및 Lambda 함수에 알림을 보냅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Security Hub 서비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일
부인 컨트롤에 대한 드리프트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멤버 계정 관리자는 특정 계정에 대한 SNS 드리프트 알림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모범 사례로서 권장됨). 예
를 들어aws-controltower-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 SNS 주제는 드리프트 알림을 제공
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은 드리프트가 발생한 시점을 관리 계정 관리자에게 알려줍니다. 드리프트 
감지 및 알림을 위한 SNS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드리프트 방지 및 알림 (p. 211).

드리프트 알림 중복 제거

동일한 리소스 세트에서 동일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드리프트
의 초기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SNS 알림을 보냅니다. AWS Control Tower는 이 드리프트 인스턴스가 수정되
었음을 감지하면 동일한 리소스에 대해 드리프트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만 또 다른 알림을 보냅니다.

예: 계정 드리프트 및 SCP 드리프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동일한 관리 대상 SCP를 여러 번 수정하면 처음 수정할 때 알림을 받게 됩니다.
• 관리 대상 SCP를 수정한 다음 드리프트를 수정한 다음 다시 수정하면 두 가지 알림을 받게 됩니다.

계정 드리프트 유형

• OU 간 계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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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에서 계정이 제거됨

Note

한 OU에서 다른 OU로 계정을 이동할 때 이전 OU의 컨트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대상 OU에서 새 
후크 기반 제어를 활성화하면 이전 OU가 후크 기반 컨트롤이 계정에서 제거되고 새 컨트롤이 이를 
대체합니다. SCP와AWS Config 규칙으로 구현된 컨트롤은 계정이 OU를 변경할 때 항상 수동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정책 드리프트 유형

• SCP 업데이트됨
• OU에 SCP가 연결됨
• SCP가 OU에서 분리됨
• SCP가 계정에 연결됨

자세한 정보는 거버넌스 드리프트 유형 (p. 180)을 참조하세요.

드리프트 해결
감지는 자동으로 수행되지만 드리프트를 해결하는 단계는 콘솔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

• 랜딩 존 설정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드리프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전 섹션에서 복구 버튼을 선
택하여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OU의 계정이 300개 미만인 경우 조직 페이지 또는 OU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OU 재등록을 선택하여 
Account Factory 프로비저닝 계정의 드리프트 또는 SCP 드리프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등의이동된 멤버 계정 (p. 181) 방법으로 계정 드리프트를 복구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콘솔에서 계정 업데이트 (p. 135)을 참조하세요.

Note

landing zone 존을 복구하면 landing zone 존이 최신 landing zone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드리프트 및 SCP 스캔에 대한 고려 사항
AWS Control Tower는 매일 관리형 SCP를 스캔하여 해당 컨트롤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SCP를 검색하고 검사를 실행하기 위해 AWS Control Tower는 관리 계정의 역할을 사용하여 사
용자를 대신하여 SCP를AWS Organizations 호출합니다.

AWS Control Tower 스캔에서 드리프트가 발견되면 알림을 받게 됩니다. AWS Control Tower는 드리프트 문
제당 하나의 알림만 전송하므로 landing zone 존이 이미 드리프트 상태인 경우 새 드리프트 항목을 찾지 않는 
한 추가 알림을 받지 않습니다.

AWS Organizations각 API를 호출할 수 있는 빈도를 제한합니다. 이 제한은 초당 트랜잭션 (TPS) 으로 표시
되며 TPS 제한, 스로틀 속도 또는 API 요청 속도라고 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가 호출을 통해 SCP
를 감사할 때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실행하는 API 호출은 TPS 한도에 포함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관리 계정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기 때문입니다.AWS Organizations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타사 솔루션을 통해서든 직접 작성한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통해서든 동일한 API
를 반복해서 호출하면 이 한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AWS ControlAW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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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가 같은 시간 (1초 이내) 에 동일한 API를 호출하고 TPS 한도에 도달하면 후속 호출은 병목 현상이 발
생합니다. 즉, 이러한 호출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반환합니다Rate exceeded.

API 요청 비율을 초과한 경우

• AWS Control Tower가 한도에 도달하여 속도가 느려지면 감사 실행을 일시 중지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합
니다.

• 워크로드가 한도에 도달하여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워크로드 구성 방식에 따라 약간의 지연 시간부터 워크
로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엣지 케이스는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일 SCP 스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모든 OU를 검색하는 중입니다.
2. 등록된 각 OU에 대해, OU에 연결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관리하는 모든 SCP를 검색합니다. 

관리 대상 SCP에는 로 시작하는 식별자가aws-guardrails 있습니다.
3. OU에서 활성화된 각 예방 제어에 대해 제어 정책 설명이 OU의 관리형 SCP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일 스캔은 다음AWS Organizations API의 TPS를 사용합니다.

listOrganizationalUnits 8 버스트, 5 지속 landing zone 존당 1개

listPoliciesForTarget 8 버스트, 5 지속 등록된 OU당 1개

describePolicy 팁 2 관리형 SCP당 1개

OU에는 하나 이상의 관리형 SCP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시 수리해야 하는 드리프트 유형
대부분의 드리프트 유형은 관리자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서 요구하
는 조직 구성 단위 삭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유형의 드리프트는 즉시 복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야 할 주
요 드리프트의 몇 가지 예입니다.

• 보안 OU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AWS Control Tower에서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원래 Security로 명
명된 조직 단위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하면 랜딩 영역을 즉시 복구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AWS Control Tower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필수 역할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AWS Control Tower는 사용자가 콘솔에 로그인
할 때 특정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을 확인하여 IAM 역
할 변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없거나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랜
딩 영역을 복구하라는 오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
다AWSControlTowerAdminAWSControlTowerCloudTrailRoleAWSControlTowerStackSetRole.

이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통해 단원을 참조하세요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
요한 권한 (p. 1003).

• 추가 OU를 모두 삭제하지 마십시오. AWS Control Tower에서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원래 이름이 샌
드박스인 조직 단위를 삭제하면 landing zone 존은 드리프트 상태가 되지만 여전히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작동하려면 하나 이상의 추가 OU가 필요하지만 샌드박
스 OU일 필요는 없습니다.

• 공유 계정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보안 OU에서 로깅 계정을 제거하는 등 기본 OU에서 공유 계정을 제거하
면 landing zone 존이 유휴 상태가 되므로 AWS Control Tower 콘솔을 계속 사용하려면 먼저 랜딩 존을 복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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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가능한 리소스 변경
다음은 복구 가능한 드리프트를 야기하지만 허용되는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 대한 변경 사항 목록입
니다. 새로 고침이 필요할 수 있지만 허용된 작업의 결과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드리프트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외부의 리소스 관리를 참조
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허용되는 변경

• 등록된 OU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 보안 OU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 비기본 OU의 구성원 계정 이름을 변경합니다.
• 보안 OU에서 AWS Control Tower 공유 계정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 기본이 아닌 OU를 삭제합니다.
• 비기본 OU에서 등록된 계정을 삭제합니다.
• 보안 OU에서 공유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합니다.
• 등록된 OU에서 구성원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합니다.

Note

OU 간의 계정 이동은 드리프트로 간주되므로 복구해야 합니다.

드리프트 및 새 계정 프로비저닝
landing zone 존이 드리프트 상태인 경우 AWS Control Tower의 계정 등록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
우 AWS Service Catalog를 통해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지침은 AWS Service Catalog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p. 133) 섹션을 참조하세요.

특히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변경하는 등 Service Catalog Catalog를 통해 계정을 일부 변경한 경우에는 계정 
등록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 드리프트 유형
조직 드리프트라고도 하는 거버넌스 드리프트는 OU, SCP 및 회원 계정이 변경되거나 업데이트될 때 발생합
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탐지할 수 있는 거버넌스 드리프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된 멤버 계정 (p. 181)
• 제거된 멤버 계정 (p. 182)
• 관리형 SCP에 대한 계획되지 않은 업데이트 (p. 182)
• 멤버 계정에 연결된 SCP (p. 184)
• 관리형 OU에 연결된 SCP (p. 183)
• 관리형 OU에서 분리된 SCP (p. 184)
• 기본 OU 삭제 (p. 185)

또 다른 유형의 드리프트는 landing zone 드리프트이며 관리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딩 존 드리
프트는 IAM 역할 드리프트 또는 특히 기본 OU 및 공유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형의 조직 드리프트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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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ing zone 드리프트의 특별한 경우는 역할 드리프트이며, 이는 필요한 역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감지됩니
다.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콘솔에 경고 페이지와 역할 복원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이 표시됩
니다. 역할 드리프트가 복구되기 전까지는 landing zone 존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드리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라는 섹션의 필수 역할 삭제 안 함을 참조하세요즉시 수리해야 하는 드리프트 유형 (p. 179).

AWS Control Tower는 IAM ID 센터, CloudTrail CloudWatch, 등을 포함하여 관리 계정과 함께 작동하는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편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AWS CloudFormationAWS Config 자녀 계정은 예방적 필수 
통제로 보호되므로 자녀 계정에서는 드리프트 탐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된 멤버 계정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OU가 아닌 계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AWS Control Tower 
회원 계정, 감사 계정 또는 로그 아카이브 계정이 등록된 AWS Control Tower OU에서 다른 OU로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감지될 때 표시되는 Amazon SNS 알림의 예입니다.

{ 
  "Message" : "AWS Control Tower has detected that your member account 'account-
email@amazon.com (012345678909)' has been moved from organizational unit 'Sandbox (ou-0123-
eEXAMPLE)' to 'Security (ou-3210-1EXAMPLE)'. For more information, including steps to 
 resolve this issue, see 'https://docs.aws.amazon.com/console/controltower/move-account'", 
  "ManagementAccountId" : "012345678912", 
  "OrganizationId" : "o-123EXAMPLE", 
  "DriftType" : "ACCOUNT_MOVED_BETWEEN_OUS", 
  "RemediationStep" : "Re-register this organizational unit (OU), or if the OU has more 
 than 300 accounts, you must update the provisioned product in Account Factory.", 
  "AccountId" : "012345678909", 
  "SourceId" : "012345678909", 
  "DestinationId" : "ou-3210-1EXAMPLE"
} 
         

해결 방법
계정이 최대 300개인 OU의 Account Factory에서 프로비전된 계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조직 페이지로 이동하여 계정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서 계정 업데이트
(개별 계정의 경우 가장 빠른 옵션) 를 선택합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조직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계정이 포함된 OU에 대한 재등록 (여러 계정을 
위한 가장 빠른 옵션) 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
록 (p. 196)을 참조하세요.

•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또는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해 어카운트 팩토리 계정 업데이트 및 이전AWS Service 
Catalog (p. 134)을 참조하세요.

Note

업데이트할 개별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하는 다음 방법도 참조
하십시오자동화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p. 43).

• 계정이 300개 이상인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
처럼 이동된 계정 유형에 따라 변경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랜딩 영역 업데이
트 (p. 42)을 참조하세요.
• Account Factory에서 프로비전한 계정이 이동된 경우 - 계정이 300개 미만인 OU에서는 Account 

Factory에서 프로비전된 제품을 업데이트하거나 OU를 다시 등록하거나 landing zone 업데이트하여 계
정 드리프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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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이 300개 이상인 OU에서는 AWS Control Tower 콘솔 또는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통해 이동된 각 계
정을 업데이트하여 드리프트를 해결해야 합니다. OU를 다시 등록하면 업데이트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또는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해 어카운트 팩토리 계정 업데
이트 및 이전AWS Service Catalog (p. 134)을 참조하세요.

• 공유 계정이 이동된 경우 —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감사 또는 로그 아카이브 계정 이동으로 인
한 편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을 참조하세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필드 이름

필드명이AWS 가이드라인을ManagementAccountID 준수하도록MasterAccountID 변경되었습
니다. 이전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지원 중단된 필드 이름이 포함된 스크립
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거된 멤버 계정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등록된 AWS Control Tower 조직 단위에서 회원 계정이 제거될 때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다음 예는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감지될 때 표시되는 Amazon SNS 알림을 보여줍니다.

{ 
  "Message" : "AWS Control Tower has detected that the member account 012345678909 has been 
 removed from organization o-123EXAMPLE. For more information, including steps to resolve 
 this issue, see 'https://docs.aws.amazon.com/console/controltower/remove-account'", 
  "ManagementAccountId" : "012345678912", 
  "OrganizationId" : "o-123EXAMPLE", 
  "DriftType" : "ACCOUNT_REMOVED_FROM_ORGANIZATION", 
  "RemediationStep" : "Add account to Organization and update Account Factory provisioned 
 product", 
  "AccountId" : "012345678909"
}

해결
• 회원 계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 콘솔 또는 Account Factory

에서 계정을 업데이트하여 드리프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count Factory 업데이트 마법사
에서 등록된 다른 OU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또는 AWS 컨트롤 
타워를 통해 어카운트 팩토리 계정 업데이트 및 이전AWS Service Catalog (p. 134)을 참조하세요.

• 공유 계정이 Foundational OU에서 제거된 경우 landing zone 존을 복구하여 드리프트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드리프트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정 및 OU 드리프트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경
우 (p. 18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Service Catalog Catalog에서 계정을 나타내는 Account Factory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은 계정을 
제거하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대신 프로비저닝된 제품이 TAINTED 및 오류 상태로 표시됩니
다. 정리하려면 Service Catalog 카탈로그로 이동하여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선택한 다음 종료를 선
택합니다.

관리형 SCP에 대한 계획되지 않은 업데이트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컨트롤용 SCP를AWS Organizations 콘솔에서 업데이트하거나 AWS SDK 또는 
AWS SDK 중 하나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AWS CLI 다음은 이
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감지될 때 표시되는 Amazon SNS 알림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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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 : "AWS Control Tower has detected that the managed service control policy 'aws-
guardrails-012345 (p-tEXAMPLE)', attached to the registered organizational unit 'Security 
 (ou-0123-1EXAMPLE)', has been modified. For more information, including steps to resolve 
 this issue, see 'https://docs.aws.amazon.com/console/controltower/update-scp'", 
  "ManagementAccountId" : "012345678912", 
  "OrganizationId" : "o-123EXAMPLE", 
  "DriftType" : "SCP_UPDATED", 
  "RemediationStep" : "Update Control Tower Setup", 
  "OrganizationalUnitId" : "ou-0123-1EXAMPLE", 
  "PolicyId" : "p-tEXAMPLE"
}

해결
최대 300개 계정이 있는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조직 페이지로 이동하여 OU를 재등록합니다 (가장 빠른 옵션). 자세한 정보는
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을 참조하세요.

• landing zone 업데이트 (느린 옵션). 자세한 정보는 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을 참조하세요.

계정이 300개 이상인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을 참조하세요.

관리형 OU에 연결된 SCP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컨트롤용 SCP가 다른 OU에 연결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OU를 작업할 때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감
지될 때 표시되는 Amazon SNS 알림의 예입니다.

{ 
  "Message" : "AWS Control Tower has detected that the managed service control policy 'aws-
guardrails-012345 (p-tEXAMPLE)' has been attached to the registered organizational unit 
 'Sandbox (ou-0123-1EXAMPLE)'. For more information, including steps to resolve this issue, 
 see 'https://docs.aws.amazon.com/console/controltower/scp-detached-ou'", 
  "ManagementAccountId" : "012345678912", 
  "OrganizationId" : "o-123EXAMPLE", 
  "DriftType" : "SCP_ATTACHED_TO_OU", 
  "RemediationStep" : "Update Control Tower Setup", 
  "OrganizationalUnitId" : "ou-0123-1EXAMPLE", 
  "PolicyId" : "p-tEXAMPLE"
}

해결
최대 300개 계정이 있는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조직 페이지로 이동하여 OU를 재등록합니다 (가장 빠른 옵션). 자세한 정보는
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을 참조하세요.

• landing zone 업데이트 (느린 옵션). 자세한 정보는 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을 참조하세요.

계정이 300개 이상인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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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OU에서 분리된 SCP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컨트롤용 SCP가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OU에서 분리되었을 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작업할 때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감지될 때 표시되는 Amazon SNS 알림의 예입니다.

{ 
  "Message" : "AWS Control Tower has detected that the managed service control policy 'aws-
guardrails-012345 (p-tEXAMPLE)' has been detached from the registered organizational unit 
 'Sandbox (ou-0123-1EXAMPLE)'. For more information, including steps to resolve this issue, 
 see 'https://docs.aws.amazon.com/console/controltower/scp-detached'", 
  "ManagementAccountId" : "012345678912", 
  "OrganizationId" : "o-123EXAMPLE", 
  "DriftType" : "SCP_DETACHED_FROM_OU", 
  "RemediationStep" : "Update Control Tower Setup", 
  "OrganizationalUnitId" : "ou-0123-1EXAMPLE", 
  "PolicyId" : "p-tEXAMPLE"
}

해결
최대 300개 계정이 있는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OU로 이동하여 OU를 재등록합니다 (가장 빠른 옵션). 자세한 정보는 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을 참조하세요.

• landing zone 업데이트 (느린 옵션). 드리프트가 필수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
는 새 SCP (서비스 제어 정책) 를 만들고 이를 OU에 연결하여 드리프트를 복구합니다. landing zone 업데
이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통해 단원을 참조하세요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

계정이 300개 이상인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문제를 
해결하세요. 드리프트가 필수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데이트 프로세스에서는 새 SCP (서비스 제어 정
책) 를 만들고 이를 OU에 연결하여 드리프트를 복구합니다. landing zone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단원을 통해 단원을 참조하세요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

멤버 계정에 연결된 SCP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컨트롤용 SCP가 Organizations 콘솔의 계정에 연결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드레일과 해당 SCP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해 OU에서 활성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OU의 등록된 모
든 계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감지될 때 표시되는 Amazon SNS 알림의 
예입니다.

{ 
  "Message" : "AWS Control Tower has detected that the managed service control policy 
 'aws-guardrails-012345 (p-tEXAMPLE)' has been attached to the member account 'account-
email@amazon.com (012345678909)'. For more information, including steps to resolve this 
 issue, see 'https://docs.aws.amazon.com/console/controltower/scp-detached-account'", 
  "ManagementAccountId" : "012345678912", 
  "OrganizationId" : "o-123EXAMPLE", 
  "DriftType" : "SCP_ATTACHED_TO_ACCOUNT", 
  "RemediationStep" : "Re-register this organizational unit (OU)", 
  "AccountId" : "012345678909", 
  "PolicyId" : "p-tEX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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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OU가 아닌 계정에서 발생합니다.

보안 OU와 같은 기본 OU의 계정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 방법은 landing zone 업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을 참조하세요.

계정이 최대 300개인 비기본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어카운트 팩토리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 SCP를 분리합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OU로 이동하여 OU를 재등록합니다 (가장 빠른 옵션). 자세한 정보는 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을 참조하세요.

계정이 300개 이상인 OU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발생하면 해당 계정의 어카운트 팩토리 구성을 업
데이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랜
딩 영역 업데이트 (p. 42)을 참조하세요.

기본 OU 삭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는 보안 OU와 같은 AWS Control Tower 기본 OU에만 적용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기본 OU를 삭제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OU는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를 생
성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OU를 이동하는 것은 OU를 삭제한 다음 다른 곳에 추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드리프트를 해결하면 AWS Control Tower가 원래 위치의 기본 
OU를 대체합니다. 다음 예는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가 감지될 때 수신할 수 있는 Amazon SNS 알림을 보
여줍니다.

{ 
  "Message" : "AWS Control Tower has detected that the registered organizational unit 
 'Security (ou-0123-1EXAMPLE)' has been deleted. For more information, including steps to 
 resolve this issue, see 'https://docs.aws.amazon.com/console/controltower/delete-ou'", 
  "ManagementAccountId" : "012345678912", 
  "OrganizationId" : "o-123EXAMPLE", 
  "DriftType" : "ORGANIZATIONAL_UNIT_DELETED", 
  "RemediationStep" : "Delete organizational unit in Control Tower", 
  "OrganizationalUnitId" : "ou-0123-1EXAMPLE"
}

해결
이 드리프트는 Foundational OU에서만 발생하므로 해결 방법은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OU가 삭제되면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계정 및 OU 드리프트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경
우 (p. 18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경
우

AWS Control Tower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계정, 조직 단위 및 기타 리소스를 설정하지만 이러한 리소스의 소
유자는 사용자입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AWS Control Tower 내부 또는 외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리소스를 변경하는 가장 일반적인 장소는AWS Organizations 콘솔입니다. 이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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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변경할 때 AWS Control Tower 리소스의 변경 사항을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로 리소스 이름을 바꾸고, 삭제하고, 리소스를 이동하면 콘솔이 동기화되지 않
습니다.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변경 사항의 경우 AWS Control Tower 콘
솔에 표시되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landing zone 존을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변경하면 landing zone 존에
복구 가능한 드리프트 상태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내용은 복구 가능한 리소스 변경 (p. 180)을 참
조하십시오.

landing zone 수리가 필요한 작업

• 보안 OU 삭제 (특별한 경우이므로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 보안 OU에서 공유 계정 제거 (권장하지 않음)
• 보안 OU와 연결된 SCP를 업데이트, 연결 또는 분리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변경 사항

• 등록된 계정의 이메일 주소 변경
• 등록된 계정 이름 변경
• 새 최상위 Organizations 단위 (OU) 를 생성합니다.
• 등록된 OUU 이름 변경
• 등록된 OU 삭제 (업데이트가 필요한 보안 OU 제외)
• 등록된 계정 삭제 (보안 OU의 공유 계정 제외)

Note

AWS Service Catalog변경 사항을 AWS Control Tower 타워와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AWS Service 
Catalog변경 사항을 조정하면 거버넌스 태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비전된 제품 업데이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AWS Service Catalog 설명서의 프로비저닝된 제품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외부의 리소스 참조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새 OU 및 계정을 생성하면 표시되더라도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

OU 만들기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생성된 조직 단위 (OU) 는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조직 페이지에 표시되지만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계정 생성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생성된 계정은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된 OU에 속
한 등록 및 미등록 계정이 조직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등록된 OU에 속하지 않는 계정은AWS Organizations 
콘솔을 사용하여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입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계정이 AWS Control Tower 타워
에 등록되거나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가 해당 계정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을 등록하여 거
버넌스를 확장하려면 AWS Control Tower의 조직 페이지 또는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계정 등록
을 선택하십시오.

외부에서 변경되는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이름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조직 단위 (OU) 및 계정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콘솔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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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 이름 변경

AWS Organizations에서는AWS Organizations API 또는 콘솔을 사용하여 OU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OU 이름을 변경하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 이름 변경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AWS Service Catalog를 사용하여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landing zone 존도 복구해야AWS Organizations 합니다. 복구 워크플로는 기본 
OU와 추가 OU의 서비스 간에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랜딩 존 설정 페이지에서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를 수
정할 수 있습니다. 의 “드리프트 해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
결 (p. 177).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의 조직 페이지에 OU 이름을 표시합니다. landing 
zone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정 이름 변경

각AWS 계정에는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에서 해당 계정의 루트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
는 표시 이름이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된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면 이름 변경이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계정 이름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결제 사용 설명서의
AWS 계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OU 삭제
이 유형의 드리프트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Security OU를 삭제하면 landing zone 존을 복구하라는 오류 메시
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landing zone 존을 복구
해야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어떤 작업도 수행할 수 없으며 복구가 완료될AWS Service Catalog 때까지 
새 계정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랜딩 존 설정 페이지에서는 복구 버튼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landing zone 복구 프로세스는 새 보안 OU를 만들고 두 개의 공유 계정을 새 보안 OU로 이동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로그 아카이브 및 감사 계정을 드리프트된 것으로 표시합니다. 동일한 프로세스
를 통해 이러한 고객의 편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안 OU를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보안 OU를 삭제하려면 먼저 계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OU에서 로그 아카이브 및 감사 계정을 제
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정을 다른 OU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보안 OU를 삭제하는 작업은 적절한 고려 없이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로깅이 일시
적으로 중단되고 일부 제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결 (p. 177)의 “드리프트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보안 OU에서 계정 제거
공유 계정을 조직에서 제거하거나 보안 OU 외부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공유 계정을 삭제
한 경우 이 섹션의 수정 단계에 따르면 계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 내에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반수동 문제 해결 단계를 따르십시오. 
AWS Control Tower 콘솔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역할에 실행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organizations:InviteAccountToOrganization.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AWS Control Tower 
콘솔과 콘솔을 모두 사용하는 수동 수정 단계를 따르십시오.AW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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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Organizations콘솔에서 시작: 이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약간 더 길고 완전히 수동으로 수행되는 절
차입니다. 수동 수정 단계를 수행하면 콘솔과 AWS Control TowerAWS Organizations 콘솔 간에 전환
됩니다. 에서AWS Organizations 작업할 때는AWSOrganizationsFullAccess 관리형 정책 또는 이
와 동등한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작업할 때
는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관리형 정책 또는 이와 동등한 정책을 가진 사용자 또는 역
할과 모든 AWS Control Tower 작업 (controltower: *) 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 수정 단계를 수행해도 계정이 복원되지 않는 경우 문의하세요AWS Support.

AWS Organizations다음을 통해 공유 계정을 제거한 결과:

•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이 포함된 AWS Control Tower의 필수 제어로 계정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결과:
AWS Control Tower가 계정에서 생성한 리소스가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정은 더 이상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과:AWS Organizations 관리 계
정 관리자는 더 이상 해당 계정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계정은 더 이상 모니터링 대상이 아닙니다AWS Config. 결과: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 관리자가 
리소스 변경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정은 더 이상 조직에 없습니다. 결과: AWS Control Tower 업데이트 및 수리가 실패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하여 공유 계정을 복원하려면 (반수동 절차)

1.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에서 AWS Control Tower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IAM 
사용자,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또는 실행 권한이 있는 역할로 로그인하거나 역할로 로그인
하거나 역할로 로그인하거나 역할로 로그인하거나 역할 중 어느 것으로 로그인하거나 로그인하거
나organizations:InviteAccountToOrganization 로그인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수동 수정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2. 랜딩 영역 드리프트 탐지 페이지에서 Re-Invite를 선택하여 공유 계정을 조직에 다시 초대하여 공유 계정 
제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 자동 생성된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3. 초대를 수락하여 공유 계정을 조직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제거된 공유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organizations/home#/invites 으
로 이동합니다.

• 계정을 다시 초대했을 때 전송된 이메일 메시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제거된 계정에 로그인한 다
음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여 계정 초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제거된 공유 계정이 다른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계정에 로그인하고AWS Organizations 콘솔을 
연 다음 초대로 이동합니다.

4. 관리 계정에 다시 로그인하거나 AWS Control Tower 콘솔이 이미 열려 있는 경우 다시 로드하십시오. 랜
딩 존 드리프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landing zone 복구하려면 복구를 선택합니다.

5. 복구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수정이 성공하면 공유 계정이 정상 상태와 규정 준수 상태로 나타납니다.

수정 단계를 수행해도 계정이 복원되지 않는 경우 문의하세요AWS Support.

AWSAWS Organizations Control Tower 및 콘솔을 사용하여 공유 계정을 복원하려면 (수동 수정)

1. https://console.aws.amazon.com/organizations/에서 AWS Organizations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IAM 사
용자,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또는AWSOrganizationsFullAccess 관리형 정책 또는 이와 동
등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2. 공유 계정을 기관에 다시 초대하세요. 계정을 초대하기AWS Organizations 위한 요구 사항, 전제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사용 설명서의 기관에AWS 계정 초대를 참조하십시오.

3. 제거된 공유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organizations/home#/invites 으로 
이동하여 초대를 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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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 계정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5.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관리형 정책 또는 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역

할로 AWS Control Tower 콘솔에 로그인하고 모든 AWS Control Tower 작업 (controltower: *) 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6. landing zone 복구 옵션이 포함된 랜딩 존 드리프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landing zone 복구하려면 복
구를 선택합니다.

7. 복구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수정이 성공하면 공유 계정이 정상 상태와 규정 준수 상태로 나타납니다.

수정 단계를 수행해도 계정이 복원되지 않는 경우 문의하세요AWS Support.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외부 변경
계정 이메일 주소에 대한 변경 사항은 AWS Control Tower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만, Account Factory
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관리되는 계정의 이메일 주소 변경

AWS Control Tower는 콘솔 환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공유 및 기
타 계정 이메일 주소는 변경한 후에도 업데이트되어 AWS Control Tower에 일관되게 표시됩니다.

Note

에서AWS Service Catalog Account Factory 팩토리에는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만들 때 콘솔에 지정
된 매개 변수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계정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원래 계정 이메일 주소가 자
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계정이 프로비저닝된 제품 내에 개념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프로비
저닝된 제품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업데이트하려면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
해야 하며, 그 결과로 관리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외부AWS Config 규칙 적용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활성화된AWS Config 규칙을 포함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된 조직 단위에 배포된 모든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AWS Control Tower 외부의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삭제
AWS Control Tower에서 OU 및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
아도 됩니다. OU를 삭제하면 Account Factory 팩토리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만 계정을 삭제하면 업데이
트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OU 삭제 (보안 OU 제외)

AWS Organizations 내에서 API 또는 콘솔을 사용하여 빈 조직 단위(OU)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포함
된 OU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OU가AWS Organizations 삭제될 때 알림을 받습니다. 등록된 OU 목록이 일관되
게 유지되도록 Account Factory 팩토리의 OU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Note

AWS Service Catalog에서는 계정을 프로비전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OU 목록에서 삭제된 OU가 제
거되도록 계정 팩토리가 업데이트됩니다.

OU에서 등록된 계정 삭제

등록된 계정을 삭제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알림을 수신하고 업데이트하여 정보가 일관되게 유지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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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WS Service Catalog에서는 관리 계정을 나타내는 Account Factory에서 제공한 제품이 계정을 삭
제하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대신 프로비저닝된 제품이 TAINTED 및 오류 상태로 표시됩니다. 
정리하려면 AWS Service Catalog로 이동하여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선택한 다음 종료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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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타워로 조직 및 
계정을 관리하세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모든 조직 단위 (OU) 및 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자동으
로 관리합니다. 또한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생성된 기존 OU 및 계정이 있는 경우 이를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존AWS OrganizationsAWS 계정과 계정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은 계정이 포함된 전체 OU (조직 구성 단위) 
를 등록하여 계정 그룹을 등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계정을 개별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계정 등
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기존 항목 등록AWS 계정 (p. 120).

용어

• 기존 조직을 AWS Control Tower로 가져오는 것을 조직 등록 또는 조직으로 거버넌스 확장이라고 합니다.
• AWS계정을 AWS Control Tower 타워로 가져오는 것을 계정 등록이라고 합니다.

OU 및 계정 보기

AWS Control Tower 조직 페이지에서는 AWSAWS Organization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된 OU와 등록
되지 않은 OU를 포함하여 내 모든 OU를 볼 수 있습니다. 중첩된 OU를 계층 구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조직 페이지에서 조직 단위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에서만 조직 단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조직 페이지에는 AWS Control Tower의 OU 또는 등록 상태와 관계없이 조직 내 모든 계정이 나열됩니다. 조
직 페이지에서 계정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의 드롭다운에서 계정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
정이 등록을 위한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OU 내에서 계정을 개별적으로 보고 업데이트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조직 페이지에 계정과 OU가 계층 구조로 표시됩니다. 모든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앙 위치입니다. 조직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안내
이 동영상 (4:01) 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조직 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조직 페이지 사용에 대한 동영상 안내

주제

• 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
• 기존 항목 등록AWS 계정 (p. 120)

거버넌스를 기존 조직으로 확장
시작하기, 2단계의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landing zone (LZ) 을 설정하여 기존 조직
에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직에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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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Organizations조직당 하나의 landing zone 존을 가질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는 기존AWS Organizations 조직의 관리 계정을 관리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새 관리 계

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AWS Control Tower는 등록된 OU에 감사 계정과 로깅 계정이라는 두 개의 새 계정을 설정합니다.
• 조직의 서비스 한도가 이러한 두 개의 추가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landing zone 존을 시작하거나 OU를 등록하면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이 해당 OU에 등록된 모든 계정

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OU에 기존AWS 계정을 추가로 등록하여 해당 계정에 제어 기능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더 많은 OU를 추가하고 기존 OU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등록을 위한 기타 사전 요구 사항을 확인하려면 AWS Control Tower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랜딩 존을 설정하지 않은 AWS 조직의 OU에는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외부에서 생성된 새 계정은 등록된 OU의 컨트롤에 구속되지 않습니
다.

•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지 않은 OU에서 생성한 새 계정은 해당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특
별히 등록하지 않는 한 제어 기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계정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존 항목 등록
AWS 계정 (p. 12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추가 기존 조직, 기존 계정, 새 OU 또는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생성한 모든 계정은 OU를 별도로 등
록하거나 계정을 등록하지 않는 한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OU 및 계정에 AWS Control Tower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

기존 조직에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요는 다음 섹션의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Note

설정 중에 AWS Control Tower는 일반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수행합니다. 그러
나 현재AWS landing zone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면AWS Organizations,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를 활성화하기 전에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에게 문의하여 AWS Control Tower가 현재 랜딩 
존 배포를 방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한 랜딩 영역에서 다른 landing zone 존으로 계정을 
이동하는 방법에계정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p. 124)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동영상: 기존 랜딩 존 활성화AWS Organizations
이 동영상 (7:48) 에서는 기존AWS Organizations 구조물에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직을 위한 AWS Control Tower 활성화

IAM Identity Center와 기존 조직에 대한 고려사항
•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AM ID 센터) 가 이미 설정된 경우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이 IAM ID 센터 리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기존 구성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IAM Identity Center 디렉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권한 집합, 그룹 등과 같은 리소스를 추가하고 평소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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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디렉터리 (외부, AD, 관리형 AD) 가 설정된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기존 구성을 변경하
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AM Identity 
Center) 고객을 위한 고려 사항 (p. 17)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른AWS 서비스 이용
조직을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로 전환한 후에도AWS Organizations 콘솔과 API를 통해AWS 
Organizations 제공되는 모든AWS 서비스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AWS 서비
스 (p. 1056)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의 중첩된 OU
이 장에서는 AWS Control Tower에서 중첩된 OU를 사용할 때 알아야 할 기대치와 고려 사항을 나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첩된 OU를 사용하는 것은 플랫 OU 구조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등록 및 재등록 기능은 
이 장에 설명된 변경된 동작을 제외하고 중첩된 OU에서 작동합니다.

비디오 안내
이 동영상 (4:46) 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중첩된 OU 배포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동영
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중첩된 OU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 안내

중첩된 OU 및 랜딩 영역의 모범 사례에 대한 지침은 블로그 게시물인 중첩된 OU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구성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플랫 OU 구조에서 중첩된 OU 구조로 확장
플랫 OU 구조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만든 경우 이를 중첩된 OU 구조로 확장할 수 있습니
다.

이 프로세스에는 네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1.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원하는 중첩된 OU 구조를 생성하십시오.
2. AWS Organizations콘솔로 이동하여 대량 이동 기능을 사용하여 계정을 소스 OU (플랫) 에서 대상 OU (중

첩) 로 이동합니다. 방법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 계정을 이동하려는 OU로 이동합니다.
b. OU의 모든 계정을 선택합니다.
c. 이동을 선택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에는 이동 기능이 없으므로 이 단계는AWS Organizations 콘솔에서 수행
해야 합니다.

3.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중첩된 OU로 이동하여 OU를 등록하거나 다시 등록합니다. 중첩된 OU의 모
든 계정이 등록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OU를 생성한 경우 해당 OU를 다시 등록하십시오.
• 에서AWS Organizations OU를 만든 경우 처음으로 OU를 등록하십시오.

4. 계정을 이동하고 등록한 후에는AWS Organizations 콘솔 또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빈 최상위 
OU를 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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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OU 등록 사전 검사
중첩된 OU 및 해당 멤버 계정의 성공적인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AWS Control Tower는 일련의 사전 검사를 
수행합니다. 최상위 OU 또는 중첩된 OU를 등록할 때도 이와 동일한 사전 검사가 수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등록 또는 재등록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패 원인 (p. 199)을 참조하세요.

• 모든 사전 검사를 통과하면 AWS Control Tower는 자동으로 OU 등록을 시작합니다.
• 사전 검사에 실패할 경우 AWS Control Tower는 등록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OU를 등록하기 전에 수정해야 

하는 항목 목록을 제공합니다.

중첩된 OU 및 역할
AWS Control Tower는 대상 OU만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대상 OU 아래의 계정과 대상 OU 아래에 중첩된 모
든 OU의 계정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배포합니다. 이 역할은 관리 계정의 모든 사용자에
게 해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이 있는 모든 계정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역할은 
일반적으로 AWS Control Tower 컨트롤에서 허용되지 않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계획이 없는 미등록 계정에서 이 역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삭제하면 계정에 역할을 
복원하지 않는 한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거나 직계 상위 OU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계정에
서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삭제하려면 해당 역할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른 IAM 보안 주체
는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역할 신뢰 관계를 위한 선택적 
조건 (p. 86).

중첩된 OU 및 계정을 등록 및 재등록하는 동안 발생하
는 상황
중첩된 OU를 등록하거나 다시 등록하면 AWS Control Tower는 대상 OU의 등록되지 않은 모든 계정을 등록
하고 등록된 모든 계정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이 OU의 모든 등록되지 않은 계정과 중첩된 OU의 모든 등록되지 않은 계정
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추가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구성원 계정을 등록합니다.
• 등록된 구성원 계정을 다시 등록합니다.
• 새로 등록한 회원 계정에 대한 IAM ID 센터 로그인을 생성합니다.
• landing zone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기존 등록 회원 계정을 업데이트합니다.
• 이 OU 및 해당 구성원 계정에 대해 구성된 제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중첩된 OU 등록에 대한 고려 사항
• 코어 OU (보안 OU) 아래에는 OU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중첩된 OU는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 상위 OU를 등록하지 않으면 OU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트리의 상위에 있는 모든 OU가 어느 시점에 성공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부는 삭제되었을 수 있음) 

OU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드리프트된 상위 OU에 있는 OU를 등록할 수 있지만 해당 작업으로 인한 드리프트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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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OU
• OU는 루트 아래 최대 5레벨까지 중첩될 수 있습니다.
• 대상 OU 아래에 중첩된 OU는 별도로 등록하거나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대상 OU가 계층 구조에서 수준 2 이하인 경우, 즉 최상위 OU가 아닌 경우 상위 OU에서 사용하도록 설정

된 예방 제어가 이 OU와 그 아래의 모든 OU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OU 등록 실패는 계층 트리 위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상위 OU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중첩된 OU 상태에 대

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OU 등록 실패는 계층 트리 아래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신규 또는 기존 계정의 VPC 설정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중첩된 OU 및 규정 준수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는 조직 페이지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OU 및 계정을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를 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OU 및 계정의 규정 준수에 대한 고려 사항

• OU의 규정 준수는 해당 OU 아래에 중첩된 OU의 규정 준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컨트롤의 규정 준수 상태는 중첩된 OU를 포함하여 컨트롤이 활성화된 모든 OU에서 계산됩니다. 제어, 

OU 및 계정에 대한 AWS Control Tower 규정 준수 상태 (p. 210)을 참조하세요.
• OU가 OU 계층 구조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해당 OU는 비준수 계정이 있는 경우에만 비준수 OU

로 표시됩니다.
• 중첩된 OU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위 OU는 자동으로 비준수 OU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OU 세부 정보 또는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OU 또는 계정에 비준수 상태가 표시되는 원인이 될 수 있

는 비준수 리소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중첩된 OU 및 드리프트
특정 상황에서는 드리프트로 인해 중첩된 OU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및 중첩 OU에 대한 기대치

• 상위가 드리프트된 OU에서는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드리프트된 OU에서는 직접 제어할 수 없습니
다.

• 최상위 표류 OU가 아니라면 표류된 OU에서 탐지 제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컨트롤은 최상위 OU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중첩된 OU를 등록하면 필수 컨트롤을 건너뛰게 됩니다.
• 한 가지 필수 컨트롤은AWS Config 리소스를 보호하므로 중첩된 OU를 등록하려면 해당 컨트롤이 드리프

트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표류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중첩된 OU의 등록을 차단합니
다.

• 최상위 OU가 작동 중일 경우AWS Config 리소스를 보호하는 제어 기능이 작동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에서 AWS Control Tower는 탐지 제어 적용을 포함하여AWS Config 리소스 생성 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모든 작업을 차단합니다.

중첩된 OU 및 컨트롤
등록된 OU에서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예방 컨트롤과 탐지 컨트롤의 동작이 달라집니다. 중첩된 OU
의 경우 사전 예방적 제어는 탐지 제어와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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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제어

• 예방 제어는 중첩된 OU에 적용됩니다.
• 필수 예방 제어는 OU 및 중첩된 OU 아래의 모든 계정에 적용됩니다.
• 예방 제어는 대상 OU 아래에 중첩된 모든 계정 및 OU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계정과 OU가 등록되지 않

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Detective 및 사전 예방 제어

• 중첩된 OU는 탐지 또는 사전 예방적 제어를 자동으로 상속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 Detective 및 사전 예방적 제어는 랜딩 존의 운영 지역에 등록된 계정에만 배포됩니다.

제어 상태 및 상속 활성화

OU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각 OU에 대해 상속된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Tip

제어 상속을 사용하여 OU의 SCP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첩된 OU
에 대해 직접 활성화하는 대신 OU 계층 구조의 최상위 OU에서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상속된 상태

• Inherited 상태는 컨트롤이 상속을 통해서만 활성화되고 OU에 직접 적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Enabled 상태는 다른 OU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 OU에 제어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Failed 상태는 다른 OU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 OU에 대한 제어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Note

Inherited 상태는 컨트롤이 트리의 상위 OU에 적용되었으며 이 OU에 적용되었지만 이 OU에 직접 
추가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landing zone 존이 현재 버전이 아닌 경우

Enabled Control 테이블의 각 행은 하나의 개별 OU에서 활성화된 컨트롤 하나를 나타냅니다.

중첩된 OU 및 루트
루트는 OU가 아니므로 등록하거나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루트에서 직접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루트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라이프사이클 상태 (예: 등록됨 또는 드리프트 중) 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루트는 모든 계정과 OU의 최상위 컨테이너입니다. 중첩된 OU의 경우 다른 모든 OU가 중첩되는 노
드입니다.

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여러 개의 기존AWS 계정을 AWS Control Tower 타워로 가져오는 효율적인 방법은 AWS Control Tower 타
워의 거버넌스를 전체 조직 단위 (OU) 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를 통해 생성된 기존 OU 및 해당 계정에 대해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려면 해당 OU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 등록하십시오.AWS Organizations 최대 300개의 계정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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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OU에 300개 이상의 계정이 있는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할 수 없
습니다.

OU를 등록하면 해당 멤버 계정이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 등록됩니다. 이들은 해당 OU에 적
용되는 컨트롤에 의해 관리됩니다.

Note

아직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이 없다면 먼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새 
조직 또는 기존AWS Organizations 조직에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세요. landing zone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WS Control Tower 시작하기 (p. 16).

OU를 등록하면 내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AWS Control Tower는 조직 내 계정에 스택을 자동으로AWS CloudFormation 배포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간에
AWS CloudFormation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필요로 합니
다.AWS Organizations

• AWSControlTowerExecution역할은 등록되지 않음 상태의 모든 계정에 추가됩니다.
• 필수 컨트롤은 OU를 등록할 때 OU 및 해당 계정의 모든 계정에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OU 등록 후 계정 부분 등록

OU를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특정 계정은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러한 계정은 등록을 위한 일부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OU 등록 프로세스의 일부인 계정 등록에 실
패하면 계정 페이지의 계정 상태가 등록 실패로 표시됩니다. OU 페이지의 계정 필드에서 4/5와 같은 계정 정
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개 중 4개가 표시되면 OU에 총 5개의 계정이 있고 이 중 4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지만 OU 등
록 프로세스 중에 한 계정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계정이 등록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OU 재등록을 선택하여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OU 등록을 위한 IAM 사용자 사전 요구 사항

이미Admin 권한이 있더라도 OU 등록 작업을 수행할 때 (IAM) ID (사용자 또는 역할) 또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ID가 적절한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그렇지 않으면 등록 중에 프로비저닝된 제품 생성이 실패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AWS Control Tower가 OU를 등록할 때 IAM 사용자의 자격 증명 또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ID를 사용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포트폴리오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만든 것으로, 이를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Service Catalog > Account Factory >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포트폴
리오를 선택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룹, 역할 및 사용자라는 탭을 선택하여 IAM 또는 
IAM ID 센터 ID를 확인합니다.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Service Catalog.

기존 OU 등록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조직 페이지에서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된 OU와 등록되지 않은 OU를 포함
하여 조직의 모든 OU 및 계정을 계층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OU는 에서AWS Organizations 생성되었으며 다른 landing zone 존에서는 관리되
지 않습니다. 최대 300개의 계정을 포함하는 기존 OU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OU에 300개 이상의 계정이 있
는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OU를 등록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AWS Control Tower SAM SAM SAM Sample SAM SAM 
SAM SAM SA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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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창 탐색 메뉴에서 조직을 선택합니다.
3. 조직 페이지에서 등록하려는 OU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작업 드롭다운 메

뉴에서 조직 단위 등록을 선택하거나 OU 이름을 선택하면 해당 OU의 OU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볼 수 있
습니다.

4. OU 세부 정보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의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OU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프로세스는 거버넌스를 OU로 확장하는 데 최소 10분이 소요되며, 각 추가 계정에 대해 최대 2분이 추가
로 소요됩니다.

기존 OU 등록 결과

기존 OU를 등록하면 해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통해 AWS Control Tower는 거버넌스를 
개별 계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이 적용되고 계정 활동에 대한 정보가 감사 및 로깅 계정에 보고
됩니다.

기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WSControlTowerExecution을 통해 AWS Control Tower 감사 계정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WSControlTowerExecution모든 계정의 모든 로그가 로깅 계정으로 전송되도록 조직의 로깅을 구성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AWSControlTowerExecution선택한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이 OU의 모든 개별 계정뿐만 아니라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모든 새 계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합니다.

등록된 OU의 경우 AWS Control Tower 컨트롤에 구현된 감사 및 로깅 기능을 기반으로 규정 준수 및 보안 보
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규정 준수 팀은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조직 드리프트
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결 (p. 177).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OU 및 해당 계정을 표시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등록된 OU에서 계정을 만든 다음 등록된 계정을 등록되지 않은 다른 OU로 옮기는 경우, 특히 
계정을 이동하는AWS Organizations 데 사용하는 경우 OU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결과 “0개 중 1개” 
계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OU에 등록되지 않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을 수도 있
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계정이 있는 경우 콘솔에 OU의 “1 of 1"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단
일 계정이 등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새 OU 생성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새 OU를 만들려면

1. 조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리소스 생성 드롭다운 메뉴에서 조직 단위 생성을 선택합니다.
3. OU 이름 필드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4. 부모 OU 드롭다운에서 등록된 OU의 계층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만들려는 새 OU의 상위 OU를 선택합

니다.
5. 추가(Add)를 선택합니다.

Tip

더 적은 단계로 중첩된 OU를 추가하려면 조직 페이지의 표에 표시된 상위 OU의 이름을 선택하고 
해당 상위 OU의 OU 페이지를 확인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OU 추가를 선택
합니다. 새 OU는 선택한 OU 아래에 중첩된 OU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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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재등록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패 원인

Note

landing zone 존이 최신 상태가 아닌 경우 드롭다운 메뉴에 계층 구조 대신 플랫 리스트가 표시됩니
다. landing zone 중첩된 OU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L5 OU 아래에 새 OU를 만들 수 없으므로 드롭다
운에 L5 OU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AWS Simple OU OOU OOU OU OU OU OU OU OU OUAWS 
Control Tower의 중첩된 OU (p. 193) OU O

등록 또는 재등록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패 원인
OU 또는 해당 구성원 계정의 등록 (또는 재등록) 에 실패할 경우 통과하지 못한 사전 검사를 보여주는 상세 
보고서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영역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
여 다운로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사전 검사에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유형과 오류 수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OU를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면 해당 OU 내의 모든 계정이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됩니다. 그
러나 전체 OU가 성공적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일부 계정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정
과 관련된 사전 확인 실패를 해결한 다음 해당 계정 또는 OU를 다시 등록해 보아야 합니다.

랜딩 존 오류

• 랜딩 존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landing zone 존을 복구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OU O오류 O

• 최대 SCP 수를 초과함

OU당 SCP (서비스 제어 정책) 한도를 초과했거나 다른 할당량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모든 OU에는 OU당 5개의 SCP 제한이 적용됩니다. 할당량이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SCP를 보유하고 있다면, SCP를 삭제하거나 합쳐야 합니다.

• 충돌하는 SCP

기존 SCP를 OU 또는 계정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을 등록할 수 없습니
다. 적용된 SCP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
층 구조에서 상위 OU로부터 물려받은 SCP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스택 세트 할당량 초과

스택 세트 할당량이 초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할당량이 허용하는 것보다 많은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일부 
스택 인스턴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사용AWS CloudFormation 설명서
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 계정 한도 초과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등록 시 각 OU를 298개 계정으로 제한합니다.

계정 오류 - 오류 -

• 계정에 대한 사전 확인 방지

OU에 있는 기존 SCP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OU 회원 계정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사전 검사 실패를 해결하려면 OU에서 SCP를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하십시오.

• 이메일 주소 오류

계정에 지정한 이메일 주소가 이름 지정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용할 문자를 지정하는 정규 표현
식 (regex) 입니다.[A-Z0-9a-z._%+-]+@[A-Za-z0-9.-]+[.]+[A-Z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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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업데이트

• Config 레코더 또는 전송 채널이 활성화됨

계정에 기존AWS Config 구성 레코더 또는 전달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등록하려면 먼저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이 리소스를 관리하는 모든AWS CLIAWS 지역에서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
정해야 합니다.

• STS 비활성화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 이 계정에서 비활성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AWS STS 엔드포인
트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지원하는 모든 지역의 계정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IAM IAM IAM IAM IAM O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은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AM ID 센
터) 리전과 다릅니다. IAM ID 센터가 이미 설정된 경우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이 IAM ID 센터 리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 상충되는 SNS 주제

계정에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주제 이름이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특정 이름을 가진 리소스 (예: SNS 주제) 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이름을 이미 사용한 경우 AWS 
Control Tower 설치가 실패합니다. 이전에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한 계정을 재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지된 계정 감지됨

이 계정은 정지되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OU O계정을 OU OU OU OU 
OU OU OU OU OU O

• 포트폴리오에 없는 IAM 사용자

OU를 등록하기 전에 Service Catalog 포트폴리오에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
를 추가합니다. 이 오류는 관리 계정에만 해당됩니다.

• 계정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계정이 계정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에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
는 데 필요한 역할 및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역할 추가 지침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IAM 역
할을 기존 역할에 수동으로AWS 계정 추가하고 등록합니다. (p. 126).

참고로,AWS CloudTrail AWS Control Tower에AWS 계정을 등록하면 모든 계정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
다. 등록 이전 계정에서 활성화된 경우 CloudTrail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CloudTrail 전에 비활성화하지 
않는 한 이중 결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직 업데이트
OU (조직 구성 단위) 를 업데이트하거나 OU 내의 여러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OU를 다시 등
록하는 것입니다.

AWS Control Tower OU 및 계정 업데이트 시기
landing zone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는 등록된 계정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계정에 새 컨트롤을 적용해야 합니
다.

• 재등록 옵션을 사용하여 OU의 모든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landing zone 존에 등록된 OU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든 OU를 다시 등록하여 모든 계정을 업데이트하십시

오.
• 단일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업데이트하거나 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 업데

이트 옵션을 선택할 수AWS Service Catalog 있습니다. 콘솔에서 계정 업데이트 (p. 135)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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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U에서 여러 계정 업데이트

동일한 OU에서 여러 계정 업데이트
한 번의 작업으로 한 OU의 여러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1. AWS Control Tower 에서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2. 왼쪽 창 탐색 메뉴에서 조직을 선택합니다.
3. 조직 페이지에서 OU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보려면 원하는 OU를 선택합니다.
4. 오른쪽 상단의 작업에서 OU 재등록을 선택합니다.

모든 계정과 OU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 조직의 각 OU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하세
요.

또는 업데이트 가능 상태가 표시된 계정을 선택한 다음 필요한 만큼 계정 업데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OU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상태 필드는 계정이 현재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됨), 계정이 등록된 적이 없는지 (등
록되지 않음) 또는 이전에 등록에 실패했는지 (등록 실패) 여부를 나타냅니다.

• OU를 다시 등록하면 상태가 등록 안 됨 또는 등록 실패 상태인 모든 계정
에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이 추가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새로 등록된 계정에 대해 싱글 사인온 (IAM ID 센터) 로그인을 생성합니다.
• 등록된 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다시 등록됩니다.
• SCP가 기본 정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OU에 적용된 모든 예방 제어의 편차는 수정되었습니다.
• 모든 계정은 최신 landing zone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항목 등록AWS 계정 (p. 120)을 참조하세요.

Tip

OU를 다시 등록하거나 landing zone 버전과 여러 멤버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StackSet-를 언급
하는 실패 메시지가 표시될 수AWSControlTowerExecutionRole 있습니다. 등록된 모든 구성원 계정
에 AWSControlTowerExecutionIAM 역할이 StackSet 이미 있기 때문에 관리 계정에서는 이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 메시지는 예상된 동작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Update a single account
AWS Control Tower 콘솔 또는 Service Catalog 콘솔에서 개별 AWS Control Tower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단일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콘솔에서 계정 업데이
트 (p. 135).

에서 단일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AWS Service Catalog

1. AWS Service Catalog 위치로 이동합니다.
2. 왼쪽 창 탐색 메뉴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3. [대상 (Audoned products)] 페이지에서 업데이트할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4. 오른쪽 상단에서 업데이트할 작업 드롭다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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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a single account

업데이트에AWS Service Catalog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talog 관리자 안내서의 제품 업데이트를 참
조하십시오프로비저닝된 제품 업데이트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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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행동 및 지침

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의 
Control To

제어는 전체AWS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상위 수준의 규칙입니다. 일반적인 언어로 표
현됩니다. AWS Control Tower는 리소스를 관리하고AWS 계정 그룹 전반에서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방, 탐지 및 사전 예방적 제어를 구현합니다.

컨트롤은 전체 OU (조직 구성 단위) 에 적용되며 OU 내의 모든AWS 계정이 컨트롤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
서 사용자가 landing zone 존의 어떤AWS 계정에서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OU를 관리하는 컨
트롤이 항상 적용됩니다.

Note

업계 사용 및 기타AWS 서비스에 더 잘 맞도록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설명서, 
콘솔, 블로그 및 비디오에서 이전 용어인 가드레일과 새 용어인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
어는 당사의 목적과 동의어입니다.

컨트롤의 목적

컨트롤은 정책 의도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OU에서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읽기 
액세스가 허용되는지 여부 탐지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엔티티 (예: 사용자) 가 인터넷을 통해 해당 OU에 속한 
모든 계정에 대해 Amazon S3 버킷에 대한 읽기 액세스를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행동 및 지침
컨트롤은 행동 및 지침에 따라 분류됩니다.

각 컨트롤의 동작은 예방, 탐지 또는 사전 예방적 동작 중 하나입니다. 제어 지침은 각 제어를 OU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방법을 나타냅니다. 통제의 지침은 제어의 행동이 예방적인지, 탐지적인지 또는 사전 예방
적인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제어 동작

• 예방 — 예방적 통제는 정책 위반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계정이 규정 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방 제어 상태가 적용되거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방 제어는 모든AWS 지역에서 지
원됩니다.

• Detective — 탐지 컨트롤은 정책 위반과 같은 계정 내 리소스 비준수를 탐지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알림을 
제공합니다. 탐지 제어 상태가 명확하거나, 위반 상태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Detective 제어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지원하는AWS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 사전 예방 — 사전 예방적 제어는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리소스를 스캔하여 리소스가 해당 제
어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는 프로비저닝되지 않습니다. 사전 예방적 
제어는AWS CloudFormation 후크를 통해 구현되며 에서 프로비저닝하는 리소스에 적용됩니다AWS 
CloudFormation. 사전 예방적 제어의 상태는 합격, 실패 또는 건너뛰기입니다. AWS CloudFormation후크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설명서의 후크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제어 동작의 구현

• 예방 제어는 의 일부인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AW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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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 컨트롤은AWS Config 규칙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 사전 제어는AWS CloudFormation 후크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 특정 필수 제어는 고유한 SCP가 아니라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단일 SCP를 통해 구현됩니다. 따라서 해당 

SCP가 적용되는 각 필수 제어 아래에 동일한 SCP가 제어 참조에 표시됩니다.
• 통합된 탐지 Security Hub 컨트롤은 모든 Security Hub 컨트롤과 마찬가지로AWS Config 규칙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이러한 컨트롤은 Security Hub의 일부인 서비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소
유합니다.

제어 지침

AWS Control Tower는 필수 제어, 강력히 권장되는 제어 항목 및 선택적 제어라는 세 가지 범주의 지침을 제
공합니다.

• landing zone 존에는 항상 필수 컨트롤이 적용됩니다. 어떤 OU에서도 이 기능을 끌 수 없습니다.
• 강력히 권장되는 컨트롤은 잘 설계된 다중 계정 환경에 몇 가지 일반적인 모범 사례를 적용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이러한 제어는 해당 OU의 모든 계정에 대해 OU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 선택적 제어를 사용하면AWS 기업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작업을 추적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는 해당 OU의 모든 계정에 대해 OU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기본값: 새 landing zone 존을 생성하면 AWS Control Tower는 기본적으로 모든 필수 제어를 활성화하고 이
를 최상위 OU에 적용합니다. 거버넌스를 OU로 확장하면 AWS Control Tower는 기본적으로 OU에 필수 제
어를 적용합니다. 강력히 권장되는 컨트롤과 선택적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및 OU에 대한 고려 사항
컨트롤과 OU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다음 속성을 고려합니다.

컨트롤, 랜딩 존 및 OU

• landing zone 존을 생성한 후에는 landing zone 존의 모든 리소스가 제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Amazon 
S3 버킷에는 특정 컨트롤이 적용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생성된 OU에는 필수 제어 기능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선택적 제어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적용됩니다.

•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외부에서 생성된 OU (예: 에서 생성한 미등록 OUAWS Organizations) 
는 AWS Control Tower 콘솔에 표시되지만, 등록된 OU가 되지 않는 한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은 해당 
OU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첩된 OU의 경우 트리의 상위에 있는 모든 OU에서 활성화된 예방 제어는 해당 트리의 등록되지 않은 
OU에 적용됩니다.

•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된 조직 단위 (OU) 에서 제어를 활성화하면 OU에 속한 모든 구성원 계정 (등록 
및 등록 취소됨) 에 예방 제어가 적용됩니다. Detective 제어는 등록된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컨트롤이 중첩된 OU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에서 을 참조하십시오중첩
된 OU 및 컨트롤 (p. 195).

관리 계정에 대한 제어에 대한 예외
루트 사용자와 관리 계정의 모든 관리자는 컨트롤이 거부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관리 계정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관리 계정에서 수행된 모든 작업은 
책임 확인 및 감사를 위해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포함된 로그에서 계속 추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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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계정에 대한 고려 사항
컨트롤 및 계정을 사용하여 작업 시 다음 속성을 고려하세요.

제어 및 계정

• AWS Control Tower의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생성된 계정은 상위 OU의 제어를 상속하며 관련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외부에서 생성된 계정은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을 상속하지 않습니
다. 이를 미등록 계정이라고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생성된 계정은 등록하기 전까지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제어 권한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등록 계정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 표시됩니다.

계정은 OU에 등록할 때 해당 OU의 제어를 상속합니다.
• OU에는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구성원 계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AWS Control Tower OU의 멤버 계정이 되지 않는 한 등록되지 않은 계정에는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OU에 대한 예방 제어가 등록되지 않은 계정에 적용됩니다. Detective 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택적 제어를 활성화하면 AWS Control Tower는 계정에서 특정 추가AWS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
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된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컨트
롤이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p. 213)을 참조하세요.

• 한 OU에서 다른 OU로 계정을 이동할 때 이전 OU의 컨트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대상 OU에서 새 후크 
기반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이전 후크 기반 컨트롤이 계정에서 제거되고 새 컨트롤이 새 컨트롤로 
대체됩니다. SCP와AWS Config 규칙으로 구현된 컨트롤은 계정이 OU를 변경할 때 항상 수동으로 제거해
야 합니다.

제어 세부 정보 보기
개별 컨트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컨트롤 페이지의 테이블에서 컨트롤 이름을 선택합니다.

콘솔의 각 컨트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각 컨트롤에 대한 다음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름 — 컨트롤의 이름입니다.
• 통제 목표 — 이 통제가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정의된 목표입니다. 제어 목표 목록 (p. 206)를 참

조하십시오.
• 서비스 — 이 제어가 적용되는AWS 서비스입니다.
• 컨트롤 소유자 — 이 컨트롤을 소유하고 유지 관리하는AWS 서비스입니다.
• 행동 — 컨트롤의 동작은 예방, 탐지 또는 사전 예방으로 설정됩니다.
• 구현 — SCP,AWS Config 관리형 규칙 또는AWS CloudFormation 후크와 같은 이 컨트롤의 기본 구현 방

법입니다.
• 리소스 — 이 컨트롤에 의해 모니터링되거나 영향을 받는AWS 리소스입니다.
• 프레임워크 — 이 컨트롤이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계 표준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예: NIST 800-53 

Rev 5).
• 컨트롤 ID — 각 컨트롤에 할당된 고유 식별자입니다. 이 식별자는 컨트롤에 대한 분류 시스템의 일부입니

다.
• API 제어 식별자 — 이 식별자는 AWS Control Tower API를 호출할 때 필요합니다.
• 지침 — 지침은 필수, 적극 권장 또는 선택 과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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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도 — 이 통제 위반과 관련된 상대적 위험입니다.
• 출시 날짜 -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짜입니다.

지역 거부 컨트롤의 상태는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제어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타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설명 — 컨트롤과 해당 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 수정 메시지 —AWS CloudFormation 후크 컨트롤이 FAIL 상태를 반환하는 경우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안.
• 수정 샘플 —AWS CloudFormation 후크 컨트롤에 대해 PASS 또는 FAIL 결과를 반환할 수 있는 구성을 보

여주는 예제입니다.
•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을 적용하는 방법 또는 이 컨트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 Gherkin 아티팩트 — Gherkin은 읽기 쉬운AWS CloudFormation 후크 컨트롤의 사양이며 PASS, FAIL 또

는 SKIP 결과가 반환되도록 하는 테스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여줍니다.

컨트롤 아티팩트를 보려면

각 컨트롤은 하나 이상의 아티팩트로 구현됩니다. 이러한 아티팩트에는 기본AWS CloudFormation 템플릿, 
구성 편차를 일으킬 수 있는 계정 수준의 구성 변경 또는 활동을 방지하고 계정 수준 정책 위반을AWS Config 
Rules 탐지하기 위한 SCP (Service Control Policy)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의 아티팩트를 보려면 Artifact 탭을 선택하여 컨트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SCP (서비스 제어AWS 
CloudFormation 정책), AWS Config규칙 또는 정책 템플릿을 확인하십시오.

제어 목표 목록
각 컨트롤은 이러한 목표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제어 목표가 적용되도록 컨트롤을 그룹에 적용해야 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관련 제어에 대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제어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
니다.

제어 목표

• CO.1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CO.2 저장 데이터 암호화
• CO.3 전송 데이터 암호화
• CO.4 데이터 무결성 보호
• CO.5 최소 권한 적용
• CO.6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CO.7 비용 최적화
• CO.8 복원력 향상
• CO.9 가용성 향상
• CO.10 프로텍트 컨피그레이션
• CO.11 사고 대응에 대비하세요
• CO.12 취약점 관리
• CO.13 시크릿 관리
• CO.14 재해 복구를 위한 준비
• CO.15 강력한 인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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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에서 컨트롤 활성화
필수 및 상속된 컨트롤은 OU의 구성에 따라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선택적 컨트롤은 OU에서 수동으로, 콘
솔에서 또는 제어 API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콘솔에서 OU의 컨트롤을 활성화하는 단계
를 설명합니다.

Important

선택적 제어를 활성화하면 AWS Control Tower는 계정에서AWS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된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컨트롤이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OU의 컨트롤을 활성화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에서 AWS Control Tower 콘솔
로 이동합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를 선택합니다.
3. 활성화하려는 컨트롤 (예: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볼륨의 암호화 활성화 여부 감

지) 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컨트롤의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4. 조직 단위 활성화에서 OU에 대한 제어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5. OU의 이름이 나열된 새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제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OU를 선택합니다.
6. OU에서 제어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7. 이제 컨트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OU

에 이 컨트롤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예방 및 탐지 제어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OU에 대한 제어를 비활성화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에서 AWS Control Tower 콘솔
로 이동합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를 선택합니다.
3. 비활성화하려는 컨트롤 (예: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볼륨의 암호화 활성화 여부 

감지) 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컨트롤의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4. 조직 단위 활성화 탭에서 컨트롤을 제거하려는 OU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오른쪽 상단에서 제어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6. 이제 컨트롤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OU에 이 컨트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적 제어를 위한 동시 배포
선택적 제어를 적용할 때 최대 5000개의 동시 작업 StackSets 제한까지 한 번에 둘 이상의 컨트롤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 사용자에 대한 MFA 활성화 여부 탐지와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쓰기 
액세스 허용 여부 탐지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 옵션 컨트롤을 적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제한 시간은 AWS Control Tower가 landing zone 설정을 진행 중이거나 거버넌스를 새 조직으로 확장하는 동
안입니다.

207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APIReference/Welcome.html
https://docs.aws.amazon.com/controltower/latest/APIReference/Welcome.html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제어 사항 및 규정 준수

사용 가능한 기능

• 동일한 OU에서 여러 탐지 컨트롤을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합니다.
• 여러 OU에 다양한 탐지 컨트롤을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여러 OU에 동일한 탐지 컨트롤을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합니다.
• 동일한 OU에서 여러 가지 예방 제어를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합니다.
• 여러 OU에 서로 다른 예방 제어를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합니다.
• 여러 OU에 동일한 예방 제어를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하십시오.
• 예방 및 탐지 제어를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 옵션 컨트롤을 적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제한 시간은 AWS Control Tower가 landing zone 설정을 진행 중이거나 거버넌스를 새 조직으로 확장하는 동
안입니다.

중첩된 OU에 예방 제어를 적용하면 해당 계정과 OU가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 
OU 아래에 중첩된 모든 계정 및 OU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방 제어는 의 일부인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AWS Organizations. Detective 제어는AWS Config 규칙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새 계
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변경해도 제어 기능은 계속 유효하며, AWS Control Tower는 각 계정이 활성화된 
정책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컨트롤의 전체 목록은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p. 213).

제어 사항 및 규정 준수
AWS Control Tower에서 규정 준수는 배포된 탐지 제어 또는 드리프트 탐지 규칙과 관련하여 리소스가 평가
될 때의 리소스 상태를 의미합니다. AWS Control Tower의 규정 준수는 드리프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는 드리프트 상태입니다. AWS Control Tower 컨트롤은 규정 준수 규칙을 
구현합니다. 드리프트를 식별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를 식별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AWS Control Tower는 리소스의 규정 준수를 평가할 때 OU, 계정 및 제어 수준에서 규정 준수 결과를 보고합
니다. 이 섹션에서는 제어, OU 및 계정에 대한 규정 준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규정 준수 보고는 클라우드 관리자가 조직 내 계정과 관련된 리소스가 설정된 정책을 준수하는지 알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소스가 규정을 준수하면 빌더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새AWS 계정을 신속하게 프로
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의 규정 준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또는 건강 정보 표준과 같
은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AWS Control Tower는 조직이 프레임워
크라고도 하는 많은 정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를 통해 정부 규정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규정 준수 검증
을 참조하십시오.

• AWS CloudFormation스택 생성 중에 AWS Control Tower 리소스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이 블로그 게시물인 AWS Control Tower 사용자가AWS CloudFormation 스택에서 규정 준수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관리자는 보안, 운영 및 규정 준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규칙인 사전 구성된 제
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의 배포를 방지합니다 (SCP로 구현된 예방 제어 또는AWS CloudFormation 
후크를 통해 구현된 사전 제어 방식).

• 배포된 리소스의 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AWS Config규칙으로 구현된 탐지 제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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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관리자는 규정 준수를 어떻게 검토할 수 있습니까?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규정 준수 규칙 (제어) 의 예:

•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쓰기 액세스 허용 여부 감지 (p. 974)
• 무제한 수신 TCP 트래픽 허용 여부 감지 (p. 971)

정부 규정 준수 규정 (프레임워크) 의 예:

• 1996년 미국 Health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HIPAA)
• 2016년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관리자는 규정 준수를 어떻게 검토할 수 있습니까?
탐지 제어 규정 준수는 AWS Control Tower Audit 계정의AWS Config 애그리게이터로부터 검색한 데이터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감사 계정으로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는 SNS 주제를 구독하
거나, 둘 다에서 규정 준수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Detective 통제 상태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탐지 컨트롤의 규정 준수 상태를 보려면 왼쪽 탐색 메뉴에서 컨트롤을 선택하
고 컨트롤 테이블에서 컨트롤 이름을 선택한 다음 해당 제어 세부 정보 페이지의 계정 섹션으로 스크롤합니
다. 탐지 컨트롤이 잘못 구성된 경우 계정에 제어 규정 준수 상태가 Unknown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변동 (예: 이동 계정 드리프트) 으로 인해 Unknown 상태가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Unknown 상
태는 SCP 드리프트의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에서 활성화된AWS Config 규칙을 포함
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된 조직 단위에 배포된 모든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표시합
니다. 모든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보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의 계정 세부 정보 페이
지로 이동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관리하는 컨트롤과 AWS Control Tower 외부에 
배포된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보여주는 목록이 표시됩니다. 모든 비준수AWS Config 규칙
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제어 상태

OU의 예방 제어 규정 준수 상태는 OU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활성화된 제어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OU에 대한 예방 제어 기능이 잘못 구성된 경우 해당 OU의 상태 필드에 페이지 상단의 세부 정
보 섹션에 등록 실패 상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방 제어 구성 오류는 주로 SCP 드리프트로 인해 발생하
며,AWS Organizations 콘솔을 통해 제어 SCP를 OU에서 수정하거나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제어 상태

제어 규정 준수 상태는 다른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페이지 하단에 있는 컨트롤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 다른 페이지에서 콘트롤 이름을 선택하여 볼 수 있는 제어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컨트롤 상태는 특정 OU에 대한 컨트롤의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 상태만 반영합니다. 이 필드는 프레임워크 규정 준수 상태 또는 landing zone 환경의 드리프
트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어 상태 및 상태 정보는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공개 API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어 상태를 보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제어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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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의 규정 준수 상태

중첩된 OU 및 규정 준수

OU에 비준수 상태가 표시되면 해당 OU 바로 아래에 있는 계정 중 하나에 비준수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OU의 규정 준수 상태는 해당 OU 아래에 중첩된 OU의 규정 준수 상태나 해당 OU 바로 아래에 
있지 않은 계정의 규정 준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리소스

계정에 비준수 리소스가 있는 경우 AWS Control Tower 콘솔의 OU 또는 계정 페이지에 해당 계정이 비준수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비준수 상태를 초래한 특정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계정에 규정 준수 상태가 표시되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정 세부 정
보 페이지에는 리소스 세부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빈 테이블만 표시됩니다.

규정 준수 상태 업데이트 받기

규정 준수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리소스 규정 준수 상태가 변경될 때 알림을 보내는 SNS 주제를 구독
하면 됩니다. 이 장 후반부의 감사 계정의 SNS를 통한 규정 준수 알림 (p. 21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Config 애그리게이
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rift는 OU 및 계정 리소스의 규정 준수 상태를 변경합니다.

드리프트된 리소스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의 규정 준수 상태 필드에 Unknown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Unknown 상태는 드리프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AWS Control Tower에서 리소스의 규
정 준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드리프트는 반드시 탐정 통제 규정 준수 위반은 아닙
니다. 드리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결 (p. 177).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의 또 다른 경우에는 리소스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될 수 있
습니다. AWS Config규칙을 삭제하거나 Config 레코더를 끄면 규정 준수를 더 이상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 준수 상태가 콘솔에 부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nfig 레코더를 끄면 
마지막 평가 상태가 콘솔에 계속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규칙을 삭제하면 해당AWS Config 규칙이 
적용되는 리소스가 항상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해당 환경에는 보고되지 않는 
일부 비준수 리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AWS Config리소스를 삭제하거나 끄지 마세요.

제어, OU 및 계정에 대한 AWS Control Tower 규정 준
수 상태
규정 준수는 제어, 계정 및 OU에 대한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에 보고됩니다. 이 섹션에는 계정 또는 
OU에 대한 제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AWS Control Tower에서 가능한 규정 준수 및 비규정 
준수 범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 제어의 경우: OU 및 해당 OU의 구성원 계정에서 제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한 규정 준수 상태를 강제 적용,
삭제 또는 위반 중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어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이 제어 상태를 볼 수 있습니
다.

• 계정 또는 OU의 경우: 규정 준수, 비준수 또는 알 수 없음으로 규정 준수 상태가 가능합니다. 규정 준수 상
태는 단일 계정과 연결된 리소스의 상태 또는 여러 컨트롤이 활성화된 OU의 모든 계정 상태를 나타냅니
다. 계정 또는 OU 규정 준수 상태는 계정 또는 OU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볼 수 있는 컨트롤 상태는 특정 OU에 대한 컨트롤의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 상태만 반영합니다. 이 필드는 프레임워크 규정 준수 상태 또는 landing zone 환경의 드리프
트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어 상태 및 상태 정보는 콘솔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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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개 API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어 상태를 보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제어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다음 목록은 특히 컨트롤에 대해 보고된 규정 준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Enforced— 최대 보호 수준. 이 규정 준수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작업은 단순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고 대상: 예방 통제 (SCP)
• 적용 대상: OU의 구성원인 여러 계정에서 활성화된 모든 예방 제어 컨트롤은 OU 레벨에서 활성화됩니

다.
• Clear— 규정 준수 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보고 대상: Detective 제어 (AWSConfig 규칙)
• 검사 대상: OU의 구성원인 여러 계정에서 활성화된 탐지 제어 컨트롤은 OU 레벨에서 활성화됩니다.

• In violation— 리소스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위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보고 대상: Detective 제어 (AWSConfig 규칙)
• 검사 대상: OU의 구성원인 여러 계정에서 활성화된 탐지 제어 컨트롤은 OU 레벨에서 활성화됩니다.

다음 목록은 OU 및 해당 구성원 계정에 대해 특별히 보고된 규정 준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Compliant— 규정 준수 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리소스에서도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습
니다. 컨트롤은 OU에 등록된 모든 계정과 해당 리소스에 대해 OU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 보고 대상: Detective 제어 (AWSConfig 규칙)
• 확인 내용

• OU의 구성원 계정에 적용되는 모든 개별 탐지 제어
• OU의 구성원 계정에 적용되는 여러 탐지 제어

• Noncompliant— 규정 준수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OU에 있는 하나 이상의 구성원 계정에서 
비준수 리소스가 감지되었습니다.
• 보고 대상: Detective 제어 (AWSConfig 규칙)
• 확인 내용

• OU의 구성원 계정에 적용되는 모든 개별 탐지 제어
• OU의 구성원 계정에 적용되는 여러 탐지 제어

모든 계정, 컨트롤 또는 OU에 대해 다음 상태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Unknown— 규정 준수 규칙이 위반되었거나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신고 대상
• Detective 제어 (AWSConfig 규칙)
• 예방 통제 (SCP)

• 확인 내용
• OU 구성원인 모든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탐지 제어 컨트롤은 OU 레벨에서 활성화됩니다.
• OU 구성원인 모든 계정에서 활성화된 모든 예방 제어 컨트롤은 OU 레벨에서 활성화됩니다.
• 기본적으로 규정 준수 상태 (계정, 제어, 리소스 또는 OU) 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드리프트 방지 및 알림
AWS Control Tower에서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제어를 활성화하고 특정 SNS 알림을 구
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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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모니터링 보호

AWS Control Tower는 예방적 제어를 위한 수동 및 능동적 드리프트 모니터링 보호 방법을 제공합니다.

• 패시브 보호: 예방 제어 (SCP) 드리프트를AWS Organizations 모니터링하고 기록합니다.
• 적극적인 보호: AWS Control Tower 드리프트 모니터링 서비스는 (p. 178) 예방 제어 SCP를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캔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드리프트가 감지되면 SNS 메시징을 통해 알려줍니다.

드리프트 방지

일부 컨트롤은 규정 준수 보고 메커니즘의 수정을 방지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의AWS Config Rules 설정 변경 허용 안 함 (p. 223)(필수, 예방 제어)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WS Config 집계 권한 삭제 금지 (p. 217)(필수, 예방 제어)
• AWS Config리소스용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태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p. 222)(필수, 

예방 제어)
• AWS Config의 구성 변경 허용 안 함 (p. 222)(필수, 예방 제어)

예방 제어와 달리 탐지 제어는 관련AWS Config 규칙을 위반하는 리소스를 알려줍니다.

드리프트 및 제어 규정 준수에 대한 SNS 알림을 받으려면

Amazon SNS SNS에서 적절한 드리프트 및 제어 규정 준수 알림을 수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감사 계정의 SNS를 통한 규정 준수 알림 (p. 213).

SNS 주제 게시자 및 구독자
aws-controltower-AllConfigNotifications주제:

• AWS::Config::DeliveryChannel리소스는 이 주제에 대한 구성 변경에 대한 알림을 보내도록 구성되
어 있습니다.

• 전송할AWS Config 수 있는 알림 유형은AWS Config 설명서의 Amazon SNS Topic 섹션에 정의되어 있습
니다.

• AWS::CloudTrail::Trail리소스는 이 주제에 로그 파일 전송 알림을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주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aws-controltower-SecurityNotifications주제:

• AWS::Events::Rule리소스는AWS Config 규칙 준수 변경에 대한 알림 (SNS 알림 유형 중 하나) 을 이 
주제에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aws-controltower-NotificationForwarderLambda 함수는 이 주제를 구독하고 해당aws-
controltower-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 주제에 SNS 알림을 전달합니다.

aws-controltower-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주제:

• 이 주제는 Lambda 함수로부터aws-controltower-SecurityNotifications 알림을 수신하고 
Lambda 함수에서 전달합니다.

• 또한 홈 지역에서 드리프트 알림을 수신합니다.
• AWS Control Tower가 주제를 생성할 때 감사 계정 이메일 주소에 대한 구독이 추가되며 사용자는 구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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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메일 주소와 같은 엔드포인트는 각 구독을 확인해야 하며, SNS는 구독이 확인될 때까지 엔드포인
트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감사 계정의 SNS를 통한 규정 준수 알림
감사 계정으로 전송된 이메일로 규정 준수 변경 알림을 받으려면 다음 Amazon SNS 주제를 구독하십시오.

arn:aws:sns:AWSRegion:AuditAccount:aws-controltower-
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

구독할 때 실제 AWS Control Tower 홈 지역 및 감사 계정 정보를 표시된 주제 이름으로 대체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를 운영하는 각 지원AWS 지역에 대한 알림을 받는 SNS 주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수신할 수 있는 SNS 주제 및 알림

• aws-controltower-AllConfigNotifications주제:

규정 준수, 비준수 및AWS Config 변경에 대한 알림을 받습니다. 또한 로그 파일 전송AWS CloudTrail 시 
알림을 받습니다.

• aws-controltower-SecurityNotifications주제:

지원되는 각AWS 지역에는 이러한 주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AWS Config로부터 규정 준수, 
비준수 및 변경 알림을 받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알림을 다음 주소로 전달합니다.aws-controltower-
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

• aws-controltower-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주제:

이 주제는 지원되는 각AWS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별aws-controltower-SecurityNotifications
주제로부터 비준수 알림을 받습니다. 또한 홈 리전에서는 드리프트 알림도 수신합니다.

SNS 주제에 대한 기타 고려 사항:

• 이러한 주제는 모두 존재하며 감사 계정에서 알림을 받습니다.
• 기본적으로 감사 계정 이메일 주소는aws-controltower-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

SNS 주제를 구독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의 SNS 주제는 의도적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예를 들어, 새 리소스를AWS 

Config 발견할 때마다 알림을AWS Config 보냅니다.
• SNS 주제에서 특정 유형의 알림을 필터링하려는 관리자는AWS Lambda 함수를 만들어 SNS 주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지원 문서에 설명된 대로 알림을 필터링하는 EventBridge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AWS Config를 사용하여AWS 리소스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알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

• AWSConfig 알림에는 JSON 객체가 포함됩니다.
• AWS Control Tower 드리프트 알림은 일반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다음 섹션에는 AWS Control Tow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컨트롤에 대한 참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공통 특성에 따라 섹션으로 그룹화됩니다. 각 제어 참조 항목에는 landing zone OU에서 특정 제어
를 활성화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세부 정보, 아티팩트, 추가 정보 및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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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어 기능 (p. 214)
• 사전 예방적 제어 (p. 228)
• Security Hub 표준 (p. 950)
• 데이터 레지던시 보호를 강화하는 제어 (p. 951)
• 선택적 제어 (p. 968)

Note

의 네 가지 필수"Sid": "GRCLOUDTRAILENABLED" 컨트롤은 설계상 동일합니다. 샘플 코드가 정
확합니다.

필수 제어 기능
필수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소유하며 landing zone 존의 모든 OU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컨
트롤은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AWS Control 
Tow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 필수 컨트롤에 대한 참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제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의 암호화 구성 변경을 로그 아카이브에 허용하지 

않음 (p. 215)
• 로그 아카이브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의 로깅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p. 215)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에 대한 버킷 정책 변경을 로그 아카이브에 허용

하지 않음 (p. 216)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의 수명 주기 구성 변경을 로그 아카이브에 허용

하지 않음 (p. 216)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CloudWatch 로그 로그 그룹 변경 금지 (p. 217)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WS Config 집계 권한 삭제 금지 (p. 217)
• 로그 아카이브 삭제 허용 안 함 (p. 218)
•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공개 읽기 액세스 검색 설정 (p. 218)
•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공개 쓰기 액세스 검색 설정 (p. 219)
• 구성 변경 허용 안 함 CloudTrail (p. 219)
• Amazon CloudWatch 로그와 CloudTrail 이벤트 통합 (p. 220)
• 사용 가능한 모든 CloudTrail 지역에서 사용 (p. 220)
• CloudTrail 로그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활성화 (p. 221)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CloudWatch 설정한 Amazon에 대한 변경 금지 (p. 221)
• AWS Config리소스용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태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p. 222)
• AWS Config의 구성 변경 허용 안 함 (p. 222)
• 사용 가능한 모든 리전에서 AWS Config 활성화 (p. 223)
• AWS Control Tower 타워의AWS Config Rules 설정 변경 허용 안 함 (p. 223)
• AWS 컨트롤 타워 및 AWS에서 설정한 AWS IAM 역할 변경 금지 CloudFormation (p. 224)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AWS Lambda 함수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p. 226)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SNS 대한 변경 금지 (p. 226)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SNS 구독 변경 금지 (p. 227)
• 보안 조직 단위의 공유 계정에 CloudTrail Lake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AWS 

CloudTrail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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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의 네 가지 필수"Sid": "GRCLOUDTRAILENABLED" 컨트롤은 설계상 동일합니다. 샘플 코드가 정
확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의 암호화 
구성 변경을 로그 아카이브에 허용하지 않음
이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가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생성하는 Amazon S3 버킷의 암호화 변경
을 방지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보안 OU에서 활성화됩
니다. 추가 OU에서는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TAUDITBUCKETENCRYPTIONCHANGESPROHIBITED", 
            "Effect": "Deny", 
            "Action": [ 
                "s3:PutEncryptionConfiguration" 
            ], 
            "Resource": ["arn:aws:s3:::aws-controltower*"],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로그 아카이브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의 로깅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이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가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생성하는 Amazon S3 버킷의 로깅 구성 변
경을 방지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보안 OU에서 활성화
됩니다. 추가 OU에서는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TAUDITBUCKETLOGGINGCONFIGURATIONCHANGESPROHIBITED", 
            "Effect": "Deny", 
            "Action": [ 
                "s3:PutBucketLogging" 
            ], 
            "Resource": ["arn:aws:s3:::aws-controltower*"],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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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에 대한 버
킷 정책 변경을 로그 아카이브에 허용하지 않음
이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가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생성하는 Amazon S3 버킷의 버킷 정책 변
경을 방지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보안 OU에서 활성화
됩니다. 추가 OU에서는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TAUDITBUCKETPOLICYCHANGESPROHIBITED", 
            "Effect": "Deny", 
            "Action": [ 
                "s3:PutBucketPolicy", 
                "s3:DeleteBucketPolicy" 
            ], 
            "Resource": ["arn:aws:s3:::aws-controltower*"],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의 수명 주
기 구성 변경을 로그 아카이브에 허용하지 않음
이 제어는 AWS Control Tower가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생성하는 Amazon S3 버킷의 수명 주기 구성 변경
을 방지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보안 OU에서 활성화됩
니다. 추가 OU에서는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TAUDITBUCKETLIFECYCLECONFIGURATIONCHANGESPROHIBITED", 
            "Effect": "Deny", 
            "Action": [ 
                "s3:PutLifecycleConfiguration" 
            ], 
            "Resource": ["arn:aws:s3:::aws-controltower*"],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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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CloudWatch 로그 
로그 그룹 변경 금지
이 컨트롤은 landing zone 설정할 때 AWS Control Tower가 CloudWatch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생성한 
Amazon Logs 로그 그룹의 보존 정책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고객 계정에서 로그 보존 정책을 수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
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LOGGROUPPOLICY", 
            "Effect": "Deny", 
            "Action": [ 
                "logs:DeleteLogGroup", 
                "logs:PutRetentionPolicy" 
            ], 
            "Resource": [ 
                "arn:aws:logs:*:*:log-group:*aws-controltower*" 
            ], 
            "Condition": { 
                "StringNotLike": { 
                    "aws:PrincipalArn":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WS Config 집계 권한 삭제 
금지
이 컨트롤은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AWS Control Tower가 감사 계정에서 생성한AWS Config 집계 승
인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POLICY", 
      "Effect": "Deny", 
      "Action": [ 
        "config:DeleteAggregationAuthorization" 
      ], 
      "Resource": [ 
        "arn:aws:config:*:*:aggregation-author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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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StringLike": { 
          "aws:ResourceTag/aws-control-tower": "managed-by-control-tower" 
        } 
      } 
    } 
  ]
}

로그 아카이브 삭제 허용 안 함
이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생성한 Amazon S3 버킷이 삭제되는 것
을 방지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보안 OU에서 활성화됩
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AUDITBUCKETDELETIONPROHIBITED", 
      "Effect": "Deny", 
      "Action": [ 
        "s3:DeleteBucket" 
        ], 
      "Resource": [ 
        "arn:aws:s3:::aws-controltower*"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공개 읽기 액세스 검색 설정
이 컨트롤은 로그 아카이브 공유 계정의 Amazon S3 버킷에 대한 공개 읽기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계정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수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
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보안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that your S3 buckets do not allow public 
 acc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S3PublicRead: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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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Checks that your S3 buckets do not allow public read access. If an S3 
 bucket policy or bucket ACL allows public read access, the bucket is noncompliant.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3_BUCKET_PUBLIC_READ_PROHIBITED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S3::Bucket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공개 쓰기 액세스 검색 설정
이 컨트롤은 로그 아카이브 공유 계정의 Amazon S3 버킷에 대한 공개 쓰기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계정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수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
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보안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that your S3 buckets do not allow public 
 acc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S3PublicWrite: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that your S3 buckets do not allow public write access. If an S3 
 bucket policy or bucket ACL allows public write access, the bucket is noncompliant.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3_BUCKET_PUBLIC_WRITE_PROHIBITED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S3::Bucket

구성 변경 허용 안 함 CloudTrail
이 컨트롤은 landing zone CloudTrail 존의 구성 변경을 방지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
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LOUDTRAILENABLED", 
            "Effect": "Deny", 
            "Action": [ 
                "cloudtrail:DeleteTrail", 
                "cloudtrail:PutEventSelectors", 
                "cloudtrail:StopLogging", 
                "cloudtrail:UpdateTrail" 
            ], 
            "Resource": ["arn:aws:cloudtrail:*:*:trail/aws-controltower-*"],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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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Amazon CloudWatch 로그와 CloudTrail 이벤트 통합
이 컨트롤은 CloudTrail 이벤트를 로그 CloudWatch 로그 파일로 전송하여 활동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수행
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LOUDTRAILENABLED", 
            "Effect": "Deny", 
            "Action": [ 
                "cloudtrail:DeleteTrail", 
                "cloudtrail:PutEventSelectors", 
                "cloudtrail:StopLogging", 
                "cloudtrail:UpdateTrail" 
            ], 
            "Resource": ["arn:aws:cloudtrail:*:*:trail/aws-controltower-*"],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사용 가능한 모든 CloudTrail 지역에서 사용
이 컨트롤을 사용하면 CloudTrail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리전.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LOUDTRAILENABLED", 
            "Effect": "Deny", 
            "Action": [ 
                "cloudtrail:DeleteTrail", 
                "cloudtrail:PutEventSelectors", 
                "cloudtrail:StopLogging", 
                "cloudtrail:UpdateTrail" 
            ], 
            "Resource": ["arn:aws:cloudtrail:*:*:trail/aws-controltower-*"],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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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oudTrail 로그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 활성화
이 컨트롤을 사용하면 모든 계정 및 OU의 CloudTrail 로그 파일에 대한 무결성 검증이 가능합니다. Amazon 
S3에 기록되는 각 로그의 해시가 포함된 디지털 서명된 다이제스트 파일을 생성하는 CloudTrail CloudTrail 
로그 파일 검증을 사용하여 계정 활동 로그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
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LOUDTRAILENABLED", 
            "Effect": "Deny", 
            "Action": [ 
                "cloudtrail:DeleteTrail", 
                "cloudtrail:PutEventSelectors", 
                "cloudtrail:StopLogging", 
                "cloudtrail:UpdateTrail" 
            ], 
            "Resource": ["arn:aws:cloudtrail:*:*:trail/aws-controltower-*"],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CloudWatch 설정한 Amazon에 대
한 변경 금지
이 컨트롤은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AWS Control Tower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CloudWatch Amazon
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LOUDWATCHEVENTPOLICY", 
      "Effect": "Deny", 
      "Action": [ 
        "events:PutRule", 
        "events:PutTargets", 
        "events:RemoveTargets", 
        "events:DisableRule", 
        "events:DeleteRule" 
      ], 
      "Resource": [ 
        "arn:aws:events:*:*:rule/aws-controltower-*" 
      ],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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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NotLike": { 
          "aws:PrincipalARN":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WS Config리소스용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태그
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이 컨트롤은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구성 및 규정 준수 데이터를 수집하는AWS Config 리소스에 대해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태그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태그가 지정된 
집계 승인에 대한 모든TagResourceUntagResource 작업을 거부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ONFIGRULETAGSPOLICY", 
      "Effect": "Deny", 
      "Action": [ 
        "config:TagResource", 
        "config:UntagResource" 
      ], 
      "Resource":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ForAllValues:StringEquals": { 
          "aws:TagKeys": "aws-control-tower" 
        } 
      } 
    } 
  ]
}

AWS Config의 구성 변경 허용 안 함
이 컨트롤은 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변경을 방지합니다AWS Config. AWS Config 설정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으로써 AWS Config 레코드 리소스 구성을 일관된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
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ONFIGENABLED", 
            "Effect": "Deny", 
            "Action": [ 
                "config:DeleteConfigurationRecorder", 
                "config:DeleteDeliveryChannel", 
                "config:DeleteRetentionConfiguration", 
                "config:PutConfigurationRec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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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PutDeliveryChannel", 
                "config:PutRetentionConfiguration", 
                "config:StopConfigurationRecorder" 
            ], 
            "Resource":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사용 가능한 모든 리전에서 AWS Config 활성화
이 컨트롤을 사용하면AWS Config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리전.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ONFIGENABLED", 
            "Effect": "Deny", 
            "Action": [ 
                "config:DeleteConfigurationRecorder", 
                "config:DeleteDeliveryChannel", 
                "config:DeleteRetentionConfiguration", 
                "config:PutConfigurationRecorder", 
                "config:PutDeliveryChannel", 
                "config:PutRetentionConfiguration", 
                "config:StopConfigurationRecorder" 
            ], 
            "Resource":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WS Control Tower 타워의AWS Config Rules 설정 변경 허용 안 
함
이 컨트롤은 landing zone 존이 설정되었을 때 AWS Control Tower에서 구현한 변경 사항을 허용하지 않습니
다.AWS Config Rules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
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CONFIGRUL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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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Deny", 
      "Action": [ 
        "config:PutConfigRule", 
        "config:DeleteConfigRule", 
        "config:DeleteEvaluationResults", 
        "config:DeleteConfigurationAggregator", 
        "config:PutConfigurationAggregator" 
      ], 
      "Resource":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StringEquals": { 
          "aws:ResourceTag/aws-control-tower": "managed-by-control-tower" 
        } 
      } 
    } 
  ]
}

AWS 컨트롤 타워 및 AWS에서 설정한 AWS IAM 역할 변경 금지 
CloudFormation
이 컨트롤은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AWS Control Tower가 생성한AWS IAM 역할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컨트롤 업데이트

필수 제어를 위한 업데이트된 버전이 릴리스되었습니다AWS-GR_IAM_ROLE_CHANGE_PROHIBITED.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는 OU의 계정에는 해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어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전 버전의 컨트롤에서는 이 역할을 만들 수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생성할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수 
있도록 기존 컨트롤을 업데이트하여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조치로, 이 새로운 제어 기능은 자녀 계정
의 주체가 액세스 권한을 얻지 못하도록 StackSets 역할을 보호합니다.

새 제어 버전은 이전 버전에서 제공된 모든 작업 외에도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stacksets-exec-*역할 (소유자AWS CloudFormation) 이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IAM 역
할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IAM 역할 이름이 패턴과 일치하는 자녀 계정의 모든 IAM 역할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stacksets-
exec-*.

제어 버전 업데이트는 OU 및 계정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거버넌스를 OU로 확장하면 들어오는 OU는 등록 프로세스의 일부로 업데이트된 버전의 컨트롤을 받게 
됩니다. 이 OU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등록한 OU에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 이 릴리스 이후 언제든지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거나 복구하면 future 프로비저닝을 위해 컨트롤이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출시일 이전에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되었거나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된 OU는 출시 날짜 이
후에 수리 또는 업데이트되지 않은 landing zone 존의 일부인 OU는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 
생성을 차단하는 이전 버전의 컨트롤에서 계속 작동됩니다.

• 이 컨트롤 업데이트의 결과 중 하나는 OU가 다른 버전의 컨트롤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업데이트된 버전의 컨트롤을 OU에 균일하게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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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된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IAMROLEPOLICY", 
        "Effect": "Deny", 
        "Action": [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Role", 
          "iam:DeleteRole", 
          "iam:DeleteRolePermissionsBoundary", 
          "iam:DeleteRolePolicy", 
          "iam:DetachRolePolicy", 
          "iam:PutRolePermissionsBoundary", 
          "iam:PutRolePolicy", 
          "iam:UpdateAssumeRolePolicy", 
          "iam:UpdateRole", 
          "iam:UpdateRoleDescription" 
        ], 
        "Resource":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 
          "arn:aws:iam::*:role/*AWSControlTower*", 
          "arn:aws:iam::*:role/stacksets-exec-*"    #this line is new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arn:aws:iam::*:role/stacksets-exec-*"    #this line is new 
         ] 
       } 
      } 
    } 
  ]
}

이 컨트롤의 이전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IAMROLEPOLICY", 
      "Effect": "Deny", 
      "Action": [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Role", 
        "iam:DeleteRole", 
        "iam:DeleteRolePermissionsBoundary", 
        "iam:DeleteRolePolicy", 
        "iam:DetachRolePolicy", 
        "iam:PutRolePermissionsBoundary", 
        "iam:PutRolePolicy", 
        "iam:UpdateAssumeRolePolicy", 
        "iam:UpdateRole", 
        "iam:UpdateRoleDescription" 
      ], 
      "Resource":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 
        "arn:aws:iam::*:role/*AWSControlT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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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AWS Lambda 함수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이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AWS Lambda 기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필수 지침
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LAMBDAFUNCTIONPOLICY", 
      "Effect": "Deny", 
      "Action": [ 
        "lambda:AddPermission", 
        "lambda:CreateEventSourceMapping", 
        "lambda:CreateFunction", 
        "lambda:DeleteEventSourceMapping", 
        "lambda:DeleteFunction", 
        "lambda:DeleteFunctionConcurrency", 
        "lambda:PutFunctionConcurrency", 
        "lambda:RemovePermission", 
        "lambda:UpdateEventSourceMapping", 
        "lambda:UpdateFunctionCode", 
        "lambda:UpdateFunctionConfiguration" 
      ], 
      "Resource": [ 
        "arn:aws:lambda:*:*:function:aws-controltower-*"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SNS 대한 변경 금
지
이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SNS 변경할 수 없습니다. landing zone 존에 대
한 Amazon SNS 알림 설정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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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d": "GRSNSTOPICPOLICY", 
      "Effect": "Deny", 
      "Action": [ 
        "sns:AddPermission", 
        "sns:CreateTopic", 
        "sns:DeleteTopic", 
        "sns:RemovePermission", 
        "sns:SetTopicAttributes" 
      ], 
      "Resource": [ 
        "arn:aws:sns:*:*:aws-controltower-*"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SNS 구독 변경 금
지
이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SNS 구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landing zone 
존의 Amazon SNS 구독 설정의 무결성을 보호하여AWS Config Rules 규정 준수 변경에 대한 알림을 트리거
합니다. 이는 필수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모든 OU에서 활성화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SNSSUBSCRIPTIONPOLICY", 
      "Effect": "Deny", 
      "Action": [ 
        "sns:Subscribe", 
        "sns:Unsubscribe" 
      ], 
      "Resource": [ 
        "arn:aws:sns:*:*:aws-controltower-SecurityNotifications"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보안 조직 단위의 공유 계정에 CloudTrail Lake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 여부를 감지합니다.AWS CloudTrail
이 컨트롤은 보안 조직 단위의 공유 계정에 CloudTrail Lake가AWS CloudTrail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공유 계정에서 둘 중 하나 CloudTrail 또는 CloudTrail Lake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규칙은 
NON_COMPLIANT입니다. 이것은 필수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보안 
OU에서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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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detect whether an account has AWS CloudTrail 
 or CloudTrail Lake enabled.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CloudtrailEnabled: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n account has AWS CloudTrail or CloudTrail Lake 
 enabled.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either CloudTrail or CloudTrail Lake is not enabled 
 in an account.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CLOUD_TRAIL_ENABLED

사전 예방적 제어
사전 제어는 AWS CloudFormation후크를 사용하여 구현되는 선택적 제어입니다. 사전 예방적 제어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제어를 사전 예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리소스를 배포하기 전에 리소스를 확인하여 새 리소스가 사용
자 환경에서 활성화된 제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정된 범주에 따라 그룹화된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 제어 목표: 사용자 환경에서 제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
• 프레임워크: 업계 표준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 서비스: 컨트롤이 관리할 수 있는AWS 서비스.

이 참조 안내서에서는 사전 예방적 제어를 관련AWS 서비스에 따라 분류합니다.

Note

OU에서 사전 예방적 제어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식별자 CT.CLOUDFORMATION.PR.1을 사용하는 
선택적 SCP 기반 제어를 적용해야 합니다. AWS CloudFormation레지스트리 내에서 리소스 유형, 
모듈 및 후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p. 983)를 참조하세요. 이 SCP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이 
제어를 필수 조건으로 활성화하거나 다른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종속 항목으로 표시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전 예방적 제어 동작

사전 예방적 제어는AWS CloudFormation 스택 작업을 통해 해당 리소스가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될 때마
다 리소스를 검사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전 예방적 제어는preUpdateAWS CloudFormation 후크 핸들러
로preCreate 구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어는AWS 콘솔,AWS API 또는 기타 수단 (예:AWS SDK 또는 
기타 Infrastructure-as-Code (IaC) 도구를 통해 서비스에 직접 전송되는 요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preCreate및preUpdate 후크 작동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후크를 참조
하십시오.

예제 템플릿을 따라 사용자 환경에서 사전 예방적 제어를 위한 테스트를 설정할 때는 템플릿이 하나의 특정 
컨트롤만 테스트하기 위해 생성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른 컨트롤은 해당 템플릿에 대한 PASS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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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된 동작입니다. 사용자 환경에서 사전 예방적 제어를 활성화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AWS Control Tower의 일부 사전 예방적 제어는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AWS 리전 
있는 특정 지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은AWS 
CloudFormation 후크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WS Control 
Tower를 통해 사전 예방적 제어를 배포하면 AWS Control Tower를 통해 관리하는 일부 리전에서는 
제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각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
• Amazon API Gateway 제어 (p. 229)
• AWS Certificate Manager통제 수단 (p. 251)
• 아마존 CloudFront 컨트롤 (p. 256)
• AWS CloudTrail통제 수단 (p. 327)
• AWS CodeBuild통제 수단 (p. 345)
•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AWS DMS) 컨트롤 (p. 390)
• Amazon DynamoDB 제어 항목 (p. 393)
• DynamoDB 액셀러레이터 제어 (p. 397)
• AWS Elastic Beanstalk통제 수단 (p. 402)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제어 (p. 421)
• Amazon Elastic Container 레지스트리 제어 (p. 484)
•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Control (p. 495)
• Amazon Elastic File System 제어 (p. 554)
• Elastic Load Balancing 제어 (p. 569)
• 아마존 GuardDuty 컨트롤 (p. 652)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컨트롤 (p. 656)
•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컨트롤 (p. 692)
• Amazon Kinesis 제어 기능 (p. 696)
• AWS Lambda통제 수단 (p. 701)
• AWS Network Firewall통제 수단 (p. 708)
•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제어 (p. 728)
• Amazon Redshift 제어 기능 (p. 852)
•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제어 (p. 882)
• Amazon Simple Queue Service (Amazon SQS) 제어 (p. 916)
• AWS WAF지역 통제 (p. 926)
• AWS WAF통제 수단 (p. 933)
• AWS WAFV2통제 수단 (p. 941)

Amazon API Gateway 제어
주제

• [CT.APIGATEWAY.PR.1]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API Gateway WebSocket REST 및 API가 필요
합니다.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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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APIGATEWAY.PR.2]AWS X-Ray 추적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단계가 필
요합니다. (p. 236)

• [CT.APIGATEWAY.PR.3] Amazon API 게이트웨이 REST API 스테이지에 캐시 데이터에 대해 저장 시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p. 240)

• [CT.APIGATEWAY.PR.4] 액세스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API Gateway V2 단계가 필요합니
다. (p. 246)

[CT.APIGATEWAY.PR.1]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API Gateway WebSocket 
REST 및 API가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API Gateway 단계의 모든 메서드에 실행 로깅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ApiGateway::Stag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APIGATEWAY.PR.1규칙 사양 (p. 23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APIGATEWAY.PR.1규칙 사양 (p. 23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APIGATEWAY.PR.1 예제 템플릿 (p. 234)

설명

Amazon API Gateway WebSocket REST 또는 API 스테이지에는 관련 로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API Gateway WebSocket REST 및 API 실행 로깅은 API Gateway REST 및 WebSocket API 단계에 대
한 요청의 세부 기록을 제공합니다. 단계에는 API 통합 백엔드 응답, Lambda 권한 부여자 응답 및AWS 통
합requestId 엔드포인트용 응답이 포함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를 수행하려면 Amazon API Gateway 단계에서 모든 메서드와 리소스 (HttpMethod포함 
및 외/*) 에 대한 실행 로깅을 구성해야 합니다.*ResourcePath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API Gateway 단계에서 모든 메서드에INFO 대해ERROR 또는 모든HttpMethod 메서드에 대
해MethodSetting/* a를LoggingLevel 설정하여 실행ResourcePath 로깅을 구성합니다.* 메서드 설
정에OFF 대해LoggingLevel 로 설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API Gateway 스테이지 - 예제

Amazon API Gateway 스테이지는 모든 메서드와 리소스에 대한error 레벨 실행 로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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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GatewayStage": {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 
            "StageName": "Sample", 
            "Description": "Sample Stage", 
            "RestApiId": { 
                "Ref": "RestApi" 
            }, 
            "DeploymentId": { 
                "Ref": "Deployment" 
            }, 
            "MethodSettings": [ 
                { 
                    "ResourcePath": "/*", 
                    "HttpMethod": "*", 
                    "LoggingLevel": "ERROR" 
                } 
            ] 
        } 
    }
} 
                 

YAML 예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Sample 
    Description: Sample Stage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MethodSettings: 
      - ResourcePath: /* 
        HttpMethod: '*' 
        LoggingLevel: ERROR 

                 

CT.APIGATEWAY.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api_gw_v1_execution_logg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ll methods in Amazon API Gateway stage have execution 
 logging configured.
#  
# Reports on:
#   AWS::ApiGateway::Stag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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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PI Gateway stag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In the stage resource, 'MethodSettings' is not present or is provided and i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In the stage resource, Execution Logging is not configured for all HTTP 
 Methods and API resources (In
#            'MethodSettings', 'LoggingLevel' is omitted, or not set to 'ERROR' or 'INFO', 
 for 'HttpMethod' of '*' and
#            'ResourcePath' of '/*' )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In the stage resource, Execution Logging is configured for all HTTP Methods 
 and API resources (In
#            'MethodSettings', 'LoggingLevel' is set to 'ERROR' or 'INFO', for 'HttpMethod' 
 of '*' and
#            'ResourcePath' of '/*' )
#       And: 'LoggingLevel' has been set to 'OFF' for any other Method Setting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In the stage resource, Execution Logging is configured for all HTTP Methods 
 and API resources (In
#            'MethodSettings', 'LoggingLevel' is set to 'ERROR' or 'INFO', for 'HttpMethod' 
 of '*' and
#            'ResourcePath' of '/*' )
#       And: 'LoggingLevel' has not been provided or set to 'ERROR' or 'INFO' for all other 
 Method Setting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PI_GW_STAGE_TYPE = "AWS::ApiGateway::Stag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VALID_LOG_LEVELS = [ "ERROR", "INFO" ]

#
# Assignments
#
let api_gateway_stages = Resources.*[ Type == %API_GW_STAG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api_gw_v1_execution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api_gateway_stages not empty { 
    check(%api_gateway_stages.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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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APIGATEWAY.PR.1]: Require an Amazon API Gateway REST and WebSocket API to have 
 logging activated 
        [FIX]: Configure execution logging on Amazon API Gateway stages with a 
 'MethodSetting' that sets 'LoggingLevel' to 'ERROR' or 'INFO' for all methods 
 ('HttpMethod' of '*' and 'ResourcePath' of '/*'). Ensure that you do not set 
 'LoggingLevel' to 'OFF' for any method setting. 
        >>
}

rule api_gw_v1_execution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PI_GW_STAGE_TYPE) { 
    check(%INPUT_DOCUMENT.%API_GW_STAGE_TYPE.resourceProperties) 
        << 
        [CT.APIGATEWAY.PR.1]: Require an Amazon API Gateway REST and WebSocket API to have 
 logging activated 
        [FIX]: Configure execution logging on Amazon API Gateway stages with a 
 'MethodSetting' that sets 'LoggingLevel' to 'ERROR' or 'INFO' for all methods 
 ('HttpMethod' of '*' and 'ResourcePath' of '/*'). Ensure that you do not set 
 'LoggingLevel' to 'OFF' for any method setting.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api_gateway_stage) { 
    %api_gateway_stage { 
        # Scenario 2 
        MethodSettings exists 
        MethodSettings is_list 
        MethodSettings not empty 

        # Scenario 3 
        # At least one wildcard entry exists with valid logging enabled 
        some MethodSettings[*] { 
            HttpMethod exists 
            ResourcePath exists 
            LoggingLevel exists 

            HttpMethod == "*" 
            ResourcePath == "/*" 
            LoggingLevel in %VALID_LOG_LEVELS 
        } 

        # Scenario 4, 5 
        # When other methods explictly set/override logging settings, ensure that logging 
 is not disabled 
        MethodSettings[*] { 
            when LoggingLevel exists { 
                LoggingLevel in %VALID_LOG_LEVELS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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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APIGATEWAY.PR.1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ExampleRestApi 
  GetMethod: 
    DependsOn: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GE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PU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Deployment: 
    DependsOn: GetMethod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RestApi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Example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Method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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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Path: "/*" 
        HttpMethod: "*" 
        LoggingLevel: ERROR 
      - ResourcePath: "/" 
        HttpMethod: GET 
        LoggingLevel: INFO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ExampleRestApi 
  GetMethod: 
    DependsOn: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GE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PU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Deployment: 
    DependsOn: GetMethod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RestApi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Example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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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PIGATEWAY.PR.2]AWS X-Ray 추적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제어를 통해 Amazon API Gateway API에서AWS X-Ray 추적이 활성화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ApiGateway::Stag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APIGATEWAY.PR.2 규칙 사양 (p. 23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APIGATEWAY.PR.2 규칙 사양 (p. 23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APIGATEWAY.PR.2 예제 템플릿 (p. 238)

설명

AWS X-Ray액티브 트레이싱을 통해 기본 인프라의 성능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변경되면 API의 가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X-Ray 액티브 트레이싱은 API Gateway REST API 작업 및 
연결된 서비스를 통해 흐르는 사용자 요청에 대한 실시간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TracingEnabled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API Gateway 스테이지 - 예제

AWS X-Ray 추적이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Amazon API Gateway 스테이지.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
됩니다.

JSON 예

{ 
    "ApiGatewayStage": {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 
            "StageName": "Sample", 
            "Description": "Sample Stage", 
            "TracingEnabled": true, 
            "RestApiId": { 
                "Ref": "RestApi" 
            }, 
            "DeploymentId": { 
                "Ref": "Deployment" 
            } 
        } 
    }
} 
                 

YAML 예

236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Sample 
    Description: Sample Stage 
    TracingEnabled: true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CT.APIGATEWAY.PR.2 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api_gw_xray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ensures that AWS X-Ray tracing is enabled on Amazon API Gateway REST APIs.
#  
# Reports on:
#   AWS::ApiGateway::Stag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PI Gateway stag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TracingEnabled' is not present on the API Gateway stag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TracingEnabled' is present on the API Gateway stage and is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TracingEnabled' is present on the API Gateway stage and is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PI_GW_STAGE_TYPE = "AWS::ApiGateway::Stage"
let INPUT_DOCUMENT = this

237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 Assignments
#
let api_gateway_stages = Resources.*[ Type == %API_GW_STAG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api_gw_xray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api_gateway_stages not empty { 
    check(%api_gateway_stages.Properties) 
        << 
        [CT.APIGATEWAY.PR.2]: Require an Amazon API Gateway REST API stage to have AWS X-
Ray tracing activated 
        [FIX]: Set 'TracingEnabled' to 'true'. 
        >>
}

rule api_gw_xray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PI_GW_STAGE_TYPE) { 
    check(%INPUT_DOCUMENT.%API_GW_STAGE_TYPE.resourceProperties) 
        << 
        [CT.APIGATEWAY.PR.2]: Require an Amazon API Gateway REST API stage to have AWS X-
Ray tracing activated 
        [FIX]: Set 'TracingEnabled'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api_gateway_stage) { 
    %api_gateway_stage { 
        # Scenario 2, 3, 4 
        TracingEnabled exists 
        TracingEnabled == tru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APIGATEWAY.PR.2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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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Name: Testing 
  GetMethod: 
    DependsOn: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GE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PU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Deployment: 
    DependsOn: GetMethod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RestApi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Dev 
      Description: Dev Stage 
      TracingEnabled: true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Properties: 
      Name: Testing 
  GetMethod: 
    DependsOn: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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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PU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Deployment: 
    DependsOn: GetMethod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RestApi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Dev 
      Description: Dev Stage 
      TracingEnabled: false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CT.APIGATEWAY.PR.3] Amazon API 게이트웨이 REST API 스테이지에 캐시 데
이터에 대해 저장 시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캐싱이 활성화된 Amazon API Gateway REST API 단계에서 캐시도 암호화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ApiGateway::Stag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APIGATEWAY.PR.3규칙 사양 (p. 24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APIGATEWAY.PR.3규칙 사양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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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APIGATEWAY.PR.3 예제 템플릿 (p. 244)

설명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위험이 줄
어듭니다AWS. 또 다른 액세스 제어 세트를 추가하여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의 데이터 획득을 제한합니다. 예
를 들어 데이터를 읽기 전에 해독하려면 API 권한이 필요합니다.

보안 계층을 강화하려면 API Gateway REST API 캐시를 저장 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캐시 클러스터링이 활성화된 API Gateway 단계 리소스에만 적용됩니다.
• 캐시 클러스터링이 활성화된 경우 이 컨트롤을 사용하려면HttpMethod of* 및 of

로MethodSetting 항목을 지정하여 모든 리소스 및 메서드에 대해 캐시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 합니다.ResourcePath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PI Gateway 캐시에서 모든 메서드 (HttpMethod포함* 및ResourcePath/* 제외) 에 대해 true로 설
정된MethodSetting a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구성합니다.CacheDataEncrypted 메서드 설정에 대
해CacheDataEncrypted false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API Gateway 스테이지 단계 예제

이 예제에서는 모든 메서드 (포함/외/*)HttpMethodResourcePath 의* 캐시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구성
된 API Gateway 단계를 보여줍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ApiGatewayStage": {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 
            "StageName": "Dev", 
            "Description": "Development Stage", 
            "CacheClusterEnabled": true, 
            "CacheClusterSize": 0.5, 
            "RestApiId": { 
                "Ref": "RestApi" 
            }, 
            "DeploymentId": { 
                "Ref": "Deployment" 
            }, 
            "MethodSettings": [ 
                { 
                    "ResourcePath": "/*", 
                    "HttpMethod": "*", 
                    "CacheDataEncrypted": true 
                }, 
                { 
                    "ResourcePath": "/", 
                    "HttpMethod": "POS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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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Dev 
    Description: Development Stage 
    CacheClusterEnabled: true 
    CacheClusterSize: 0.5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MethodSettings: 
      - ResourcePath: /* 
        HttpMethod: '*' 
        CacheDataEncrypted: true 
      - ResourcePath: / 
        HttpMethod: POST 

                 

CT.APIGATEWAY.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api_gw_cache_encryp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rule checks whether Amazon API Gateway REST API stages that have caching enabled 
 also encrypt the caches.
#  
# Reports on:
#   AWS::ApiGateway::Stag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API Gateway stag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CacheClusterEnabled' is not set, or is set to bool(false) on the API Gateway 
 stage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CacheClusterEnabled' is set to bool(true) on the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In the Stage resource, 'MethodSettings' is not present or is provided and is 
 an empty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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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CacheClusterEnabled' is set to bool(true) on the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In the stage resource, cache data encryption is not enabled for all HTTP 
 methods and API resources (In
#           'MethodSettings', 'CacheDataEncrypted' is omitted or set to bool(false) for 
 'HttpMethod' of '*' and
#           'ResourcePath' of '/*' )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CacheClusterEnabled' is set to bool(true) on the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In the stage resource, cache data encryption is configured for all 
 'MethodSettings' (CacheDataEncrypted is
#           bool(true) for 'HttpMethod' of '*' and 'ResourcePath' of '/*')
#       And: 'CacheDataEncrypted' has been set to bool(false) for any other method settings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CacheClusterEnabled' is set to bool(true) on the API Gateway stage resource
#       And: In the stage resource cache data encryption is configured for all 
 'MethodSettings' (CacheDataEncrypted is
#           bool(true) for 'HttpMethod' of '*' and 'ResourcePath' of '/*')
#       And: 'CacheDataEncrypted' has not been provided or set to bool(true) for all other 
 method setting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PI_GW_STAGE_TYPE = "AWS::ApiGateway::Stag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api_gateway_stages = Resources.*[ Type == %API_GW_STAG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api_gw_cache_encryp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api_gateway_stages not empty { 
    check(%api_gateway_stages.Properties) 
        << 
        [CT.APIGATEWAY.PR.3]: Require that an Amazon API Gateway REST API stage has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or cache data 
        [FIX]: Configure encryption on API Gateway caches with a 'MethodSetting' that sets 
 'CacheDataEncrypted' to true for all methods ('HttpMethod' of '*' and 'ResourcePath' of '/
*'). Ensure that you do not set 'CacheDataEncrypted' to false for any method setting. 
        >>
}

rule api_gw_cache_encryp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PI_GW_STAGE_TYPE) { 
    check(%INPUT_DOCUMENT.%API_GW_STAGE_TYPE.resourceProperties) 
        << 
        [CT.APIGATEWAY.PR.3]: Require that an Amazon API Gateway REST API stage has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or cache data 
        [FIX]: Configure encryption on API Gateway caches with a 'MethodSetting' that sets 
 'CacheDataEncrypted' to true for all methods ('HttpMethod' of '*' and 'ResourcePath' of '/
*'). Ensure that you do not set 'CacheDataEncrypted' to false for any method set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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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api_gateway_stage) { 
    %api_gateway_stage [ 
        CacheClusterEnabled exists 
        CacheClusterEnabled == true 
    ] { 
        # Scenario 2, 3, 4, 6 
        cache_encrypted(this) 
    }
}

rule cache_encrypted(api_gateway_stage) { 
    %api_gateway_stage { 
        MethodSettings exists 
        MethodSettings is_list 
        MethodSettings not empty 

        some MethodSettings[*] { 
            HttpMethod exists 
            ResourcePath exists 
            CacheDataEncrypted exists 

            HttpMethod == "*" 
            ResourcePath == "/*" 
            CacheDataEncrypted == true 
        } 

        MethodSettings[*] { 
            when CacheDataEncrypted exists { 
                CacheDataEncrypted == true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APIGATEWAY.PR.3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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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Name: ExampleRestApi 
  GetMethod: 
    DependsOn: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GE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PU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Deployment: 
    DependsOn: GetMethod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RestApi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Example 
      Description: Example Stage 
      CacheClusterEnabled: true 
      CacheClusterSize: 0.5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MethodSettings: 
      - ResourcePath: "/*" 
        HttpMethod: "*" 
        CacheDataEncrypted: true 
      - ResourcePath: "/" 
        HttpMethod: "POS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stApi: 
    Type: AWS::ApiGateway::Rest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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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Name: ExampleRestApi 
  GetMethod: 
    DependsOn: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GE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PutMethod: 
    Type: AWS::ApiGateway::Method 
    Properties: 
      HttpMethod: PUT 
      RestApiId: 
        Ref: RestApi 
      ResourceId: 
        Fn::GetAtt: 
        - "RestApi" 
        - "RootResourceId" 
      AuthorizationType: NONE 
      MethodResponses: 
      - StatusCode: "200" 
      Integration: 
        Type: MOCK 
  Deployment: 
    DependsOn: GetMethod 
    Type: 'AWS::ApiGateway::Deployment' 
    Properties: 
      RestApiId: 
        Ref: RestApi 
  ApiGatewayStage: 
    Type: AWS::ApiGateway::Stage 
    Properties: 
      StageName: Example 
      Description: Example Stage 
      CacheClusterEnabled: true 
      CacheClusterSize: 0.5 
      RestApiId: 
        Ref: RestApi 
      DeploymentId: 
        Ref: Deployment 
      MethodSettings: 
      - ResourcePath: "/*" 
        HttpMethod: "*" 
        CacheDataEncrypted: false 

     

[CT.APIGATEWAY.PR.4] 액세스 로깅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API Gateway V2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API Gateway V2 스테이지에 액세스 로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HTTP 및 
WebSocket API에 대한 액세스 로깅이 지원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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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ApiGatewayV2::Stag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APIGATEWAY.PR.4 규칙 사양 (p. 24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APIGATEWAY.PR.4 규칙 사양 (p. 24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APIGATEWAY.PR.4 예제 템플릿 (p. 250)

설명

액세스 로깅을 사용하면 누가 API를 호출했고 호출자가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은 방법을 로깅할 수 있
습니다. 자체 로그 그룹을 생성하거나 API Gateway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존 로그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CloudWatch 로그 그룹의 ARN 설정DestinationArn 및 한 줄 로그 형식Format 구성으로 구성된 
구성을 제공합니다.AccessLogSettings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API Gateway HTTP API 스테이지 - 예제

Amazon API Gateway HTTP API 스테이지는 API 액세스 CloudWatch 로그를 아마존 로그로 전송하도록 구
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HttpApiStage": { 
        "Type": "AWS::ApiGatewayV2::Stage", 
        "Properties": { 
            "StageName": "SampleStage", 
            "Description": "Sample Stage", 
            "ApiId": { 
                "Ref": "HttpApi" 
            }, 
            "AccessLogSettings": { 
                "DestinationArn": { 
                    "Fn::GetAtt": [ 
                        "LogGroup", 
                        "Arn" 
                    ] 
                }, 
                "Format": "{\"requestId\":\"$context.requestId\", \"ip\": 
 \"$context.identity.sourceIp\", \"user\":\"$context.identity.user\",\"requestTime\":
\"$context.requestTime\"}"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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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iStage: 
  Type: AWS::ApiGatewayV2::Stage 
  Properties: 
    StageName: SampleStage 
    Description: Sample Stage 
    ApiId: !Ref 'HttpApi' 
    AccessLogSettings: 
      DestinationArn: !GetAtt 'LogGroup.Arn' 
      Format: '{"requestId":"$context.requestId", "ip": "$context.identity.sourceIp", 
        "user":"$context.identity.user","requestTime":"$context.requestTime"}' 

                 

CT.APIGATEWAY.PR.4 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api_gw_v2_access_logs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API Gateway V2 stages have access logging enabled. 
 Access logging is supported for HTTP and WebSocket APIs.
#  
# Reports on:
#   AWS::ApiGatewayV2::Stag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PIGatewayV2 stag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GatewayV2 stage resource
#       And: 'AccessLogSettings'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GatewayV2 stage resource
#       And: 'AccessLogSettings' has been provided
#       And: 'AccessLogSettings.DestinationArn'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string or
#            invalid local reference
#       And: 'AccessLogSettings.Format' is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GatewayV2 stage resource
#       And: 'AccessLogSettings' has been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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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ccessLogSettings.DestinationArn' is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And: 'AccessLogSettings.Format' has not been provided, or is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PIGatewayV2 stage resource
#       And: 'AccessLogSettings' has been provided
#       And: 'AccessLogSettings.DestinationArn' is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And: 'AccessLogSettings.Format' is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PI_GW_V2_STAGE_TYPE = "AWS::ApiGatewayV2::Stag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api_gateway_v2_stages = Resources.*[ Type == %API_GW_V2_STAG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api_gw_v2_access_log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api_gateway_v2_stages not empty { 
    check(%api_gateway_v2_stages.Properties) 
        << 
        [CT.APIGATEWAY.PR.4]: Require an Amazon API Gateway V2 stage to have access logging 
 activated 
            [FIX]: Provide an 'AccessLogSettings' configuration, setting 'DestinationArn' 
 to the ARN of an Amazon CloudWatch log group and 'Format' to a single line log format 
 configuration. 
        >>
}

rule api_gw_v2_access_log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PI_GW_V2_STAGE_TYPE) { 
    check(%INPUT_DOCUMENT.%API_GW_V2_STAGE_TYPE.resourceProperties) 
        << 
        [CT.APIGATEWAY.PR.4]: Require an Amazon API Gateway V2 stage to have access logging 
 activated 
            [FIX]: Provide an 'AccessLogSettings' configuration, setting 'DestinationArn' 
 to the ARN of an Amazon CloudWatch log group and 'Format' to a single line log format 
 configuration.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api_gateway_v2_stage) { 
    %api_gateway_v2_stage { 
        # Scenario 2 
        AccessLogSettings exists 
        AccessLogSettings is_struct 

        AccessLogSettings { 
            # Scenario 3 
            DestinationArn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DestinationArn)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DestinationArn, "AWS::Logs::Log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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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 4, 5 
            Format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Format)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APIGATEWAY.PR.4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LogGroup: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RetentionInDays: 7 
  Htt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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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ApiGatewayV2::Api 
    Properties: 
      Name: ExampleApi 
      ProtocolType: HTTP 
  HttpApiStage: 
    Type: 'AWS::ApiGatewayV2::Stage' 
    Properties: 
      StageName: ExampleStage 
      Description: Example Stage 
      ApiId: 
        Ref: HttpApi 
      AccessLogSettings: 
        DestinationArn: 
          Fn::GetAtt: 
          - "LogGroup" 
          - "Arn" 
        Format: >- 
          {"requestId":"$context.requestId", "ip": "$context.identity.sourceIp", 
          "user":"$context.identity.user","requestTime":"$context.requestTim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HttpApi: 
    Type: AWS::ApiGatewayV2::Api 
    Properties: 
      Name: ExampleApi 
      ProtocolType: HTTP 
  HttpApiStage: 
    Type: 'AWS::ApiGatewayV2::Stage' 
    Properties: 
      StageName: ExampleStage 
      Description: Example Stage 
      ApiId: 
        Ref: HttpApi 

     

AWS Certificate Manager통제 수단
주제

• [CT.ACM.PR.1]AWS Private CA 인증서에 단일 도메인 이름이 있어야 함 (p. 251)

[CT.ACM.PR.1]AWS Private CA 인증서에 단일 도메인 이름이 있어야 함

이 컨트롤은 모든AWS Certificate Manager (ACM) 사설 CA 인증서에 단일 도메인 이름 대신 와일드카드 도
메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ACM.PR.1 규칙 사양 (p. 253)

세부 정보 및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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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ACM.PR.1 
규칙 사양 (p. 25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ACM.PR.1 예
제 템플릿 (p. 256)

설명

AWS Private CA도메인 이름에 와일드카드 (*) 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도메인에서 여러 사이트를 보
호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인증서는 인증서의 개인 키가 손상되면 손상된 인증서가 있는 모든 도메인 및 
하위 도메인이 손상되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관련 위험을 줄이려면 와일드카드 인증서 
대신 단일 도메인 이름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DomainName및 내의 각 항목을 와일드카드 (*)SubjectAlternativeNames 를 포함하지 않는 FQDN (정
규화된 도메인 이름) 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사설 CA 인증서 - 예제 1

AWS Certificate Manager단일 도메인으로 구성되고 주체 대체 이름이 없는 사설 CA 인증서. 예제는 JSON
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esources": { 
        "ACMCertificate": {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 
                "CertificateAuthorityArn": "arn:aws:acm-pca:us-
east-1:123456789012:certificate-authorit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DomainName": "example.com" 
            } 
        } 
    }
} 
                 

YAML 예

Resources: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arn:aws:acm-pca: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
authorit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DomainName: example.com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사설 CA 인증서 - 예제 2

AWS Certificate Manager단일 도메인과 하나의 주체 대체 이름으로 구성된 사설 CA 인증서. 예제는 JSON
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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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Resources": { 
        "ACMCertificate": {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 
                "CertificateAuthorityArn": "arn:aws:acm-pca:us-
east-1:123456789012:certificate-authorit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DomainName": "example.com", 
                "SubjectAlternativeNames": [ 
                    "www.example.com" 
                ] 
            } 
        } 
    }
} 
                 

YAML 예

Resources: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arn:aws:acm-pca: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
authorit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DomainName: example.com 
      SubjectAlternativeNames: 
        - www.example.com 

                 

CT.ACM.PR.1 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acm_certificate_domain_name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y AWS Certificate Manager (ACM) Private CA certificates 
 have wildcard domain names instead of single domain names.
#  
# Reports on:
#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CM certificat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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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CM certificate resource
#       And: 'CertificateAuthorityArn' has not been provided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CM certificate resource
#       And: 'CertificateAuthorityArn' has been provided
#       And: 'DomainName'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CM certificate resource
#       And: 'CertificateAuthorityArn' has been provided
#       And: 'SubjectAlternativeNames'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as an empty list
#       And: 'DomainName' has been provided with a string that begins with a wildcard 
 character ('*').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CM certificate resource
#       And: 'CertificateAuthorityArn' has been provided
#       And: 'DomainName' has been provided with a string that does not begin with a 
 wildcard character ('*').
#       And: 'SubjectAlternativeName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containing a 
 string that
#            begins with a wildcard character ('*').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CM certificate resource
#       And: 'CertificateAuthorityArn' has been provided
#       And: 'DomainName' has been provided with a string that does not begin with a 
 wildcard character ('*').
#       And: 'SubjectAlternativeNames'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PASS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CM certificate resource
#       And: 'CertificateAuthorityArn' has been provided
#       And: 'DomainName' has been provided with a string that does not begin with a 
 wildcard character ('*').
#       And: 'SubjectAlternativeName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where no 
 entries are strings that
#            begin with a wildcard character ('*').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CM_CERTIFICATE_TYPE =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let WILDCARD_DOMAIN_NAME_REGEX_PATTERN =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acm_certificates = Resources.*[ Type == %ACM_CERTIFICATE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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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 Rules
#
rule acm_certificate_domain_name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acm_certificates not empty { 
    check(%acm_certificates.Properties) 
        << 
        [CT.ACM.PR.1]: Require an AWS Private CA certificate to have a single domain name 
            [FIX]: Set 'DomainName' and each entry within 'SubjectAlternativeNames' to a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 that does not contain a wildcard (*). 
        >>
}

rule acm_certificate_domain_name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CM_CERTIFICATE_TYPE) { 
    check(%INPUT_DOCUMENT.%ACM_CERTIFICATE_TYPE.resourceProperties) 
        << 
        [CT.ACM.PR.1]: Require an AWS Private CA certificate to have a single domain name 
            [FIX]: Set 'DomainName' and each entry within 'SubjectAlternativeNames' to a 
 fully qualified domain name (FQDN) that does not contain a wildcard (*).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acm_certificate) { 
    %acm_certificate[ 
        CertificateAuthorityArn exists 
    ] { 
        # Scenario 2 
        DomainName exists 
        # Scenario 3 and 4 
        check_wildcarded_domain(DomainName) 
        check_subject_alternative_names(this) 
    }
}

rule check_subject_alternative_names(acm_certificate) { 
    %acm_certificate [ 
        SubjectAlternativeNames exists 
        SubjectAlternativeNames is_list 
        SubjectAlternativeNames not empty 
    ] { 
        SubjectAlternativeNames[*] { 
            check_wildcarded_domain(this) 
        } 
    }
}

rule check_wildcarded_domain(domain) { 
    %domain { 
        this is_string 
        this != %WILDCARD_DOMAIN_NAME_REGEX_PATTERN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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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ACM.PR.1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arn:aws:acm-pca: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
authorit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DomainName: example.com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CertificateAuthorityArn: arn:aws:acm-pca:us-east-1:123456789012:certificate-
authority/12345678-1234-1234-1234-123456789012 
      DomainName: '*.example.com' 

     

아마존 CloudFront 컨트롤
주제

• [CT.CLOUDFRONT.PR.1] Amazon CloudFront 배포에 기본 루트 객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
다. (p. 257)

• [CT.CLOUDFRONT.PR.2] Amazon S3 지원 오리진을 사용하는 모든 Amazon CloudFront 배포에는 원
본 액세스 ID를 구성해야 합니다. (p. 261)

• [CT.CLOUDFRONT.PR.3] Amazon CloudFront 배포판에 전송 중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
다. (p. 269)

• [CT.CLOUDFRONT.PR.4] Amazon CloudFront 배포에 오리진 페일오버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
다. (p. 275)

• [CT.CLOUDFRONT.PR.5] 모든 Amazon CloudFront 배포에 로깅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
다. (p. 281)

• [CT.CLOUDFRONT.PR.6] Amazon CloudFront 배포판에 사용자 지정 SSL/TLS 인증서를 사용해야 
함 (p. 287)

• [CT.CLOUDFRONT.PR.7] 아마존 CloudFront 배포판에서 SNI를 사용하여 HTTPS 요청을 처리하도록 
요구 (p. 293)

• [CT.CLOUDFRONT.PR.8] Amazon CloudFront 배포판에 사용자 지정 오리진으로의 트래픽을 암호화해
야 함 (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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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CLOUDFRONT.PR.9] 아마존 CloudFront 배포판에 최소 TLSv1.2의 보안 정책이 있어야 합니
다. (p. 308)

• [CT.CLOUDFRONT.PR.10] Amazon S3 지원 오리진을 CloudFrontdistributions 사용하는 모든 Amazon
에는 원본 액세스 제어를 구성해야 합니다. (p. 314)

• [CT.CLOUDFRONT.PR.11] Amazon CloudFront 배포에서 엣지 로케이션과 사용자 지정 오리진 간에 업
데이트된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요구 (p. 321)

[CT.CLOUDFRONT.PR.1] Amazon CloudFront 배포에 기본 루트 객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가 기본 루트 객체인 특정 객체를 반환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1규칙 사양 (p. 25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1규칙 사양 (p. 25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1예제 템플릿 (p. 260)

설명

사용자가 배포의 객체 대신 배포의 루트 URL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루트 객체를 지정하면 웹 
배포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DefaultRootObject속성에 기본 루트 객체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Amazon CloudFront 배포는 기본 루트 객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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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DefaultRootObject": "index.html"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DefaultRootObject: index.html 

                 

CT.CLOUDFRONT.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default_root_object_configur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is configured to return a 
 specific object that is the default root object.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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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efaultRootObject' is not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or 
 is present and
#            is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efaultRootObject'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and is 
 a non-empty string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default_root_object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1]: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a default 
 root object configured 
            [FIX]: Specify a default root object in the 'DefaultRootObject' property. 
        >>
}

rule cloudfront_default_root_object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1]: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a default 
 root object configured 
            [FIX]: Specify a default root object in the 'DefaultRootObject'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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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 2 
            DefaultRootObject exists 
            # Scenario 3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DefaultRootObject) 
        }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LOUDFRONT.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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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DefaultRootObject: index.html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T.CLOUDFRONT.PR.2] Amazon S3 지원 오리진을 사용하는 모든 Amazon 
CloudFront 배포에는 원본 액세스 ID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3가 지원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가 원본 액세스 ID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2 규칙 사양 (p.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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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2 규칙 사양 (p. 26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2예제 템플릿 (p. 267)

설명

CloudFront OAI는 사용자가 Amazon S3 버킷 콘텐츠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합니다. Amazon S3 버킷에 
직접 액세스하면 사용자는 기본 S3 버킷 콘텐츠에 적용되는 CloudFront 배포 및 권한을 우회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Amazon S3에서 지원하는 하나 이상의 오리진으로 구성된 Amazon CloudFront 배포에
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Origins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S3 지원 오리진을 구성합니다. Amazon S3가 지원하는 각 오리진에 대
해S3OriginConfig 구성 내의OriginAccessIdentity 속성을 사용하여 원본 액세스 ID를 구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Amazon S3 버킷 오리진 및 오리진 액세스 ID를 통한 Amazon CloudFront 배포.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
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S3Origin", 
                        "DomainName": { 
                            "Fn::GetAtt": [ 
                                "OriginBucket", 
                                "RegionalDomainName" 
                            ] 
                        }, 
                        "S3OriginConfig": { 
                            "OriginAccessIdentity": { 
                                "Fn::Join": [ 
                                    "", 
                                    [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 
                                        { 
                                            "Ref": "OriginBucketOai"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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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S3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S3Origin 
          DomainName: !GetAtt 'OriginBucket.RegionalDomainName' 
          S3OriginConfig: 
            OriginAccessIdentity: !Join 
              - '' 
              - -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 
                - !Ref 'OriginBucketOai'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S3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T.CLOUDFRONT.PR.2 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origin_access_identity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backed by Amazon S3 are 
 configured with an origin access identity.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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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No S3 backed 'Origins' are provided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or 
 'Origins' is not present on
#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or is present and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S3Origin'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S3 backed 'Origins' are configured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AccessIdentity'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string in the 
 'S3OriginConfig' property or invalid
#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S3 backed 'Origins' are provided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S3OriginConfig' is present with an 'OriginAccessIdentity for each S3 backed 
 'Origin' on the
#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that i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S3_BUCKET_DNS_NAME_PATTERN = /(.*)\.s3(-external-\d|[-\.][a-z]*-[a-z]*-[0-9])?
\.amazonaws\.com(\.c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origin_access_identity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2]: Require any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with Amazon S3 
 backed origins to have an origin access identity configured 
            [FIX]: Configure Amazon S3 backed origins by means of the 'Origins' property. 
 For each origin backed by Amazon S3, configure an origin access identity by means of the 
 'OriginAccessIdentity' property within an 'S3OriginConfig' 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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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cloudfront_origin_access_identity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2]: Require any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with Amazon S3 
 backed origins to have an origin access identity configured 
            [FIX]: Configure Amazon S3 backed origins by means of the 'Origins' property. 
 For each origin backed by Amazon S3, configure an origin access identity by means of the 
 'OriginAccessIdentity' property within an 'S3OriginConfig' configuration.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legacy_s3_origins(this) 
    ] { 
        DistributionConfig { 
            # Scenario 3 
            S3Origin not exists 
        } 
    } 

    %cloudfront_distribution[ 
        # Scenario 2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origins(this) 
    ] { 
        DistributionConfig { 
            # Scenario 4 
            Origins [ 
                DomainName == %S3_BUCKET_DNS_NAME_PATTERN or 
                check_origin_domain_name_get_att(DomainName) 
            ] { 
                S3OriginConfig exists 
                S3OriginConfig is_struct 
                S3OriginConfig { 
                    # Scenario 3 and 5 
                    OriginAccessIdentity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OriginAccessIdentity) or 
                    check_local_oai(OriginAccessIdentity) 
                } 
            } 
        } 
    }
}

rule check_origin_domain_name_get_att(domain) { 
  %domain { 
    'Fn::GetAtt'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this[1] == "DomainName" or 
        this[1] == "RegionalDomainName" 
    }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S3::Bucket") 
  }
}

rule check_local_oai(oai) { 
    %oai { 
        'Fn::Join' { 
            this[1]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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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1] is_list 
            this[1] not empty 
            some this[1].* {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 
        } or 
        'Fn::Sub' { 
            when this is_list { 
                this[1] exists 
                this[1] is_struct 
                some this[1].* {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 
            } 
            when this is_string {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 
        } 
    }
}

rule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origins(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Origins exists 
            Origins is_list 
            Origins not empty 
        } 
    }
}

rule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legacy_s3_origins(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S3Origin exists 
        }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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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CLOUDFRONT.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OriginBucketOai: 
    Type: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Properties: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Comment: 
          Fn::Sub: ${AWS::StackName}-example-oai 
  OriginBucket: 
    Type: AWS::S3::Bucket 
  Origin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Origin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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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OriginBucket 
                - /* 
            Principal: 
              AWS: 
                Fn::Join: 
                - '' 
                - - 'arn:aws:iam::cloudfront:user/CloudFront Origin Access Identity ' 
                  - Ref: OriginBucketOai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S3Origin 
          DomainName: 
            Fn::GetAtt: 
            - OriginBucket 
            - RegionalDomainName 
          S3OriginConfig: 
            OriginAccessIdentity: 
              Fn::Join: 
              - "" 
              - -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 
                - Ref: OriginBucketOai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S3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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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S3Origin 
          DomainName: examplebucket.s3.amazonaws.com 
          S3OriginConfig: {}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S3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T.CLOUDFRONT.PR.3] Amazon CloudFront 배포판에 전송 중 암호화가 구성되
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에서 HTTPS를 직접 사용하는지 또는 리디렉션을 통해 사용하는지 확
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3규칙 사양 (p. 27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3규칙 사양 (p. 27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3예제 템플릿 (p. 274)

설명

HTTPS (TLS) 는 잠재적인 공격자가 네트워크 트래픽을 person-in-the-middle 도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유
사한 공격을 시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공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 (TLS) 를 통한 암호
화된 연결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
로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여 성능 프로필과 TLS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DefaultCacheBehavior와ViewerProtocolPolicy 를https-only 또는CacheBehavior 로 설정합
니다redirect-to-https.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1

Amazon CloudFront 배포는 HTTPS를 사용하기 위해 최종 사용자 연결이 필요한 기본 캐시 동작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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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2

Amazon CloudFront 배포는 최종 사용자 HTTP 연결을 HTTPS로 리디렉션하는 캐시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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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CacheBehaviors": [ 
                    { 
                        "ViewerProtocolPolicy": "redirect-to-https", 
                        "TargetOriginId": "sampleOrigin", 
                        "PathPattern": "*" 
                    }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acheBehaviors: 
        - ViewerProtocolPolicy: redirect-to-https 
          TargetOriginId: sampleOrigin 
          PathPattern: '*' 

                 

CT.CLOUDFRONT.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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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front_viewer_policy_http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use HTTPS,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direction.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DefaultCacheBehavior' is missing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DefaultCacheBehavior'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ProtocolPolicy' in 'DefaultCacheBehavior' is missing or set to a value 
 other than 'https-only' or
#            'redirect-to-https' (e.g. 'allow-all')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CacheBehavior' is provided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ProtocolPolicy' in the 'CacheBehavior' is  is missing or set to a value 
 other than 'https-only' or
#            'redirect-to-https' (e.g. 'allow-all')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DefaultCacheBehavior'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ProtocolPolicy' in 'DefaultCacheBehavior' is set to 'https-only' or 
 'redirect-to-https'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CacheBehavior' are provided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as a non-empty list
#       And: 'ViewerProtocolPolicy' in the 'CacheBehavior' is set to 'https-only' or 
 'redirect-to-https'
#      Then: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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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ALLOWED_VIEWER_PROTOCOL_POLICIES = [ "https-only", "redirect-to-https"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viewer_policy_http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3]: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encryption 
 in transit configured 
            [FIX]: Set 'ViewerProtocolPolicy' in 'DefaultCacheBehavior' and 'CacheBehavior' 
 to 'https-only' or 'redirect-to-https'. 
        >>
}

rule cloudfront_viewer_policy_http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3]: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encryption 
 in transit configured 
            [FIX]: Set 'ViewerProtocolPolicy' in 'DefaultCacheBehavior' and 'CacheBehavior' 
 to 'https-only' or 'redirect-to-http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DefaultCacheBehavior exists 
            DefaultCacheBehavior is_struct 

            DefaultCacheBehavior { 
                # Scenarios 2 and 4 
                check_viewer_protocol_policy(this) 
            } 

            when CacheBehaviors exists 
                 CacheBehaviors is_list 
                 CacheBehaviors not empty { 

                    CacheBehaviors[*] { 
                        # Scenarios 3 and 5 
                        check_viewer_protocol_policy(thi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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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check_viewer_protocol_policy(cache_behaviour) { 
    %cache_behaviour { 
        ViewerProtocolPolicy exists 
        ViewerProtocolPolicy in %ALLOWED_VIEWER_PROTOCOL_POLICI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LOUDFRONT.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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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CachePolic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T.CLOUDFRONT.PR.4] Amazon CloudFront 배포에 오리진 페일오버가 구성되
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가 두 명의 오리진 그룹 구성원이 포함된 오리진 그룹으로 구성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4규칙 사양 (p. 27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4규칙 사양 (p.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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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4예제 템플릿 (p. 280)

설명

CloudFront 오리진 페일오버는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 오리진을 사용할 수 없거나 특정 HTTP 응
답 상태 코드를 반환하는 경우 Origin failover는 자동으로 트래픽을 보조 오리진으로 리디렉션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CloudFront 배포에서 오리진 그룹 구성원 2명으로 오리진 그룹을 구성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1

Amazon CloudFront 배포는 두 명의 오리진 그룹 구성원이 포함된 오리진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one.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Id": "sampleOrigin2", 
                        "DomainName": "two.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OriginGroups": { 
                    "Quantity": 1, 
                    "Items": [ 
                        { 
                            "Id": "ExampleOriginGroup", 
                            "FailoverCriteria": { 
                                "StatusCodes": { 
                                    "Items": [ 
                                        400 
                                    ], 
                                    "Quantity":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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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s": { 
                                "Quantity": 2, 
                                "Items": [ 
                                    { 
                                        "OriginId": "sampleOrigin" 
                                    }, 
                                    { 
                                        "OriginId": "sampleOrigin2" 
                                    } 
                                ] 
                            } 
                        } 
                    ]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one.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Id: sampleOrigin2 
          DomainName: two.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OriginGroups: 
        Quantity: 1 
        Items: 
          - Id: ExampleOriginGroup 
            FailoverCriteria: 
              StatusCodes: 
                Items: 
                  - 400 
                Quantity: 1 
            Members: 
              Quantity: 2 
              Items: 
                - OriginId: sampleOrigin 
                - OriginId: sampleOrigin2 

                 

CT.CLOUDFRONT.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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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origin_failover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is configured with an 
 origin group that contains two origin group members.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Groups' is not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Groups'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Quantity' within 'OriginGroups' is 0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Groups'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Quantity' within 'OriginGroups' is >= 1
#       And: 'Quantity' within 'Members' is < 2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Groups'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Quantity' within 'OriginGroups' is >= 1
#       And: 'Quantity' within 'Members' is == 2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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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origin_failover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4]: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origin 
 failover configured 
            [FIX]: Configure an origin group on the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with two 
 origin group members. 
        >>
}

rule cloudfront_origin_failover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4]: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origin 
 failover configured 
            [FIX]: Configure an origin group on the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with two 
 origin group member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 Scenario 2 
            OriginGroups exists 
            OriginGroups is_struct 

            OriginGroups { 
                # Scenario 3 
                Quantity exists 
                Quantity >= 1 

                Items exists 
                Items is_list 
                Items not empty 

                Items[*] { 
                    Members exists 
                    Members is_struct 
                    Members { 
                        # Scenarios 4 and 5 
                        Quantity == 2 
                    } 
                }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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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LOUDFRONT.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one.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Id: exampleOrigin2 
          DomainName: two.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OriginGroups: 
          Quantity: 1 
          Items: 
          - Id: ExampleOriginGroup 
            FailoverCriteria: 
              StatusCodes: 
                Items: 
                - 400 
                Quantity: 1 
            Members: 
              Quantit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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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 
              - OriginId: exampleOrigin 
              - OriginId: exampleOrigin2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T.CLOUDFRONT.PR.5] 모든 Amazon CloudFront 배포에 로깅이 활성화되어 있
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에 액세스 로깅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5규칙 사양 (p. 28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5규칙 사양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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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5예제 템플릿 (p. 285)

설명

CloudFront 액세스 로그는 CloudFront 수신하는 모든 사용자 요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로그
에는 요청을 받은 날짜 및 시간, 요청을 한 최종 사용자의 IP 주소, 요청의 소스, 최종 사용자가 요청한 포트 
번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액세스 로그는 보안 및 액세스 감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과 포렌식 조사에 유용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CloudFront 배포 액세스 로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Amazon S3 버킷으로 설정합니
다Bucket.DistributionConfig.Logging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Amazon CloudFront 배포는 액세스 로깅이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
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Logging": { 
                    "Bucket": { 
                        "Fn::GetAtt": [ 
                            "LoggingBucket", 
                            "RegionalDomainName" 
                        ] 
                    } 
                }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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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Logging: 
        Bucket: !GetAtt 'LoggingBucket.RegionalDomainName' 

                 

CT.CLOUDFRONT.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access_logs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are configured with access 
 logging.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Logging.Bucket' configuration is not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Logging' configuration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Bucket' has been provided in the 'DistributionConfig.Logging' configuration 
 with with an empty string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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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Logging' configuration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A 'Bucket' property has been provided within the 'DistributionConfig.Logging' 
 configuration with a
#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stack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S3_BUCKET_TYPE = "AWS::S3::Bucke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access_log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5]: Require any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logging 
 enabled 
            [FIX]: Set 'Bucket' in 'DistributionConfig.Logging' to an Amazon S3 bucket that 
 has been configured to receive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access logs. 
        >>
}

rule cloudfront_access_log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5]: Require any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logging 
 enabled 
            [FIX]: Set 'Bucket' in 'DistributionConfig.Logging' to an Amazon S3 bucket that 
 has been configured to receive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access log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Logging exists 
            Logging is_struct 
            Logging { 
                # Scenario 2 
                Bucket exists 

                # Scenarios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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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Bucket)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Bucket, %S3_BUCKET_TYPE) 
            } 
        }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CLOUDFRONT.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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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BucketAcl' 
              - 's3:PutBucketAcl'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Logging: 
          Bucket: 
            Fn::GetAtt: 
            - LoggingBucket 
            - RegionalDomainNam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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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T.CLOUDFRONT.PR.6] Amazon CloudFront 배포판에 사용자 지정 SSL/TLS 인
증서를 사용해야 함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와 연결된 인증서가 사용자 지정 SSL/TLS 인증서인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6규칙 사양 (p. 28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6규칙 사양 (p. 28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6예제 템플릿 (p. 292)

설명

사용자 지정 SSL/TLS 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는 대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지정 인증서를AWS Certificate Manager (권장) 또는 IAM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이라고도 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
판에만 호환되는 뷰어 인증서 구성이 필요합니다.Ali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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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cmCertificateArnMinimumProtocolVersion, 및 값이 포함된ViewerCertificate 구성을 제공하
십시오SslSupportMethod.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AWS Certificate ManagerSSL 인증서로 구성된 Amazon CloudFront 배포판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
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ViewerCertificate": { 
                    "AcmCertificateArn": { 
                        "Ref": "ACMCertificate" 
                    },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21", 
                    "SslSupportMethod": "sni-only"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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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Acm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21 
        SslSupportMethod: sni-only 

                 

CT.CLOUDFRONT.PR.6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custom_ssl_certificate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the certificate associated with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is a custom SSL/TLS certificate.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not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is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f 'AcmCertificateArn' or 'IamCertificateId' are not provided or provided 
 as empty strings or invalid
#            local references
#       And: One of 'MinimumProtocolVersion' and 'SslSupportMethod' is not provided or 
 provided as an empty string
#      Then: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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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AcmCertificateArn' or 'IamCertificateId' are provided in the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as
#             non-empty strings or 'AcmCertificateArn' is a valid local reference
#       And: 'MinimumProtocolVersion' and 'SslSupportMethod' are provided as non-empty 
 string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custom_ssl_certificate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6]: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use custom SSL/
TLS certificates 
            [FIX]: Provide a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with values for 
 'AcmCertificateArn', 'MinimumProtocolVersion', and 'SslSupportMethod'. 
        >>
}

rule cloudfront_custom_ssl_certificate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6]: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use custom SSL/
TLS certificates 
            [FIX]: Provide a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with values for 
 'AcmCertificateArn', 'MinimumProtocolVersion', and 'SslSupportMethod'.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ViewerCertificate exists 
            ViewerCertificate is_struct 

            ViewerCertificate {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not exists or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 false 

                check_custom_acm_certificate_provided(AcmCertificateArn,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or 

29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check_custom_iam_certificate_provided(IamCertificateId) 

                MinimumProtocolVersion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MinimumProtocolVersion) 

                SslSupportMethod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SslSupportMethod) 
            } 
        } 
    }
}

rule check_custom_acm_certificate_provided(certificate, cfn_type) { 
    %certificate { 
        this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cfn_type) 
    }
}

rule check_custom_iam_certificate_provided(certificate) { 
    %certificate { 
        this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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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CLOUDFRONT.PR.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Acm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21 
          SslSupportMethod: sni-onl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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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true 

     

[CT.CLOUDFRONT.PR.7] 아마존 CloudFront 배포판에서 SNI를 사용하여 HTTPS 
요청을 처리하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가 SNI를 사용하여 HTTPS 요청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7규칙 사양 (p. 29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7규칙 사양 (p. 29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7예제 템플릿 (p. 298)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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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이름 표시 (SNI) 는 TLS 프로토콜의 확장 기능입니다. 2010년 이후 출시된 브라우저와 클라이언트에서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SNI를 사용하여 HTTPS 요청을 CloudFront 제공하도록 를 구성한 경우 는 대체 도메
인 이름을 각 엣지 로케이션의 IP 주소와 CloudFront 연결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HTTPS 콘텐츠 요청을 제출
하면 DNS는 이 요청을 올바른 엣지 로케이션의 IP 주소로 라우팅합니다. 도메인 이름의 IP 주소는 SSL/TLS 
핸드셰이크 협상 중에 결정됩니다. IP 주소는 배포 전용이 아닙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에는 사용Aliases (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이라고도 함) 을 사용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판과만 호환되는 뷰어 인증서 구성이 필요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내에서ViewerCertificate SNI (TLSv1이상)SslSupportMethod 를sni-only 지원
하는AcmCertificateArn 프로토콜로 설정하고AWS ACM 인증서의 ARN으로 설정합니
다.MinimumProtocolVersion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Amazon CloudFront 배포는 SNI를 사용하여 HTTPS 요청을 처리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ViewerCertificate": { 
                    "AcmCertificateArn": { 
                        "Ref": "ACMCertificate" 
                    },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21", 
                    "SslSupportMethod": "sni-only" 
                }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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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Acm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21 
        SslSupportMethod: sni-only 

                 

CT.CLOUDFRONT.PR.7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sni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are configured to use 
 SNI to serve HTTPS requests.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not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is set to bool(true)
#      Then: FAIL

295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AcmCertificateArn' or 'IamCertificateId' are provided in the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       And: 'MinimumProtocolVersion' is provided in the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with a protocol that does not
#            support SNI (SSLv3)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AcmCertificateArn' or 'IamCertificateId' are provided in the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       And: 'MinimumProtocolVersion' is provided in the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with a protocol that supports
#            SNI (TLSv1 or greater)
#       And: 'SslSupportMethod' is set to 'vip'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AcmCertificateArn' or 'IamCertificateId' are provided in the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       And: 'MinimumProtocolVersion' is provided in the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with a protocol that supports
#            SNI (TLSv1 or greater)
#       And: 'SslSupportMethod' is set to 'sni-only'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UNSUPPORTED_PROTOCOLS_FOR_SNI = [ "SSLv3"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sni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7]: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use SNI to serve 
 HTTPS requests 
            [FIX]: Within 'ViewerCertificate', set 'SslSupportMethod' to 'sni-only', 
 'MinimumProtocolVersion' to a protocol that supports SNI ('TLSv1' or greater), and 
 'AcmCertificateArn' to the ARN of an AWS ACM certificate. 
        >>
}

rule cloudfront_sni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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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CLOUDFRONT.PR.7]: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use SNI to serve 
 HTTPS requests 
            [FIX]: Within 'ViewerCertificate', set 'SslSupportMethod' to 'sni-only', 
 'MinimumProtocolVersion' to a protocol that supports SNI ('TLSv1' or greater), and 
 'AcmCertificateArn' to the ARN of an AWS ACM certificat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ViewerCertificate exists 
            ViewerCertificate is_struct 

            ViewerCertificate {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not exists or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 false 

                check_custom_acm_certificate_provided(AcmCertificateArn,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or 
                check_custom_iam_certificate_provided(IamCertificateId) 

                MinimumProtocolVersion exists 
                MinimumProtocolVersion not in %UNSUPPORTED_PROTOCOLS_FOR_SNI 

                SslSupportMethod exists 
                SslSupportMethod == "sni-only" 
            } 
        } 
    }
}

rule check_custom_acm_certificate_provided(certificate, cfn_type) { 
    %certificate { 
        this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cfn_type) 
    }
}

rule check_custom_iam_certificate_provided(certificate) { 
    %certificate { 
        this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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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CLOUDFRONT.PR.7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oudFront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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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Acm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21 
          SslSupportMethod: sni-onl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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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Acm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MinimumProtocolVersion: TLSv1 
          SslSupportMethod: vip 

     

[CT.CLOUDFRONT.PR.8] Amazon CloudFront 배포판에 사용자 지정 오리진으로
의 트래픽을 암호화해야 함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가 사용자 지정 오리진에 대한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있는지 확인합니
다.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8규칙 사양 (p. 30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8규칙 사양 (p. 30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8예제 템플릿 (p. 306)

설명

HTTPS (TLS) 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도청 또는 조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 (TLS) 를 
통한 암호화된 연결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오리진이 하나 이상 구성된 Amazon CloudFront 배포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CloudFront 커스텀 오리진의 경우 모든 캐시OriginProtocolPolicy 동작에https-only 대해 
'매치. When setting OriginProtocolPolicy to  뷰어 매치뷰어, do not set ViewerProtocolPolicy
to  허용'을 '모두'로 설정하십시오.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1

Amazon CloudFront 배포는 의 오리진 프로토콜 정책을 통해 사용자 지정 오리진에 대한 HTTPS 연결을 요
구하도록https-only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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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CacheBehaviors": [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PathPattern": "*",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acheBehaviors: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PathPattern: '*'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다음 예제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2

Amazon CloudFront 배포는 의 오리진 프로토콜 정책을 통해 사용자 지정 오리진에 대한 HTTPS 연결을 요
구하도록match-viewer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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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CacheBehaviors": [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PathPattern": "*",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match-viewer" 
                        } 
                    }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acheBehaviors: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PathPattern: '*'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match-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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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LOUDFRONT.PR.8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traffic_to_origin_encryp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are encrypting traffic 
 to custom origins.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s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s'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are no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CustomOrigin'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And: At least on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has an 
 'OriginProtocolPolicy' of 'http-only'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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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re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And: At least on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has an 
 'OriginProtocolPolicy' of 'match-viewer'
#       And: Any 'ViewerProtocolPolicy' is set to 'allow-all' for 'DefaultCacheBehavior' or 
 any configured
#            'CacheBehaviors'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And: All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have an 'OriginProtocolPolicy' of 
 'https-only'
#      Then: PASS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And: At least on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has an 
 'OriginProtocolPolicy' of 'match-viewer'
#       And: 'ViewerProtocolPolicy' is not set to 'allow-all' for both 
 'DefaultCacheBehavior' and any configured
#            'CacheBehavior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traffic_to_origin_encryp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8]: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encrypt traffic 
 to custom origins 
            [FIX]: For Amazon CloudFront custom origins, set 'OriginProtocolPolicy' to 
 'https-only' or match-viewer'. When setting 'OriginProtocolPolicy' to 'match-viewer', do 
 not set 'ViewerProtocolPolicy' to 'allow-all' for any cache behaviors. 
        >>
}

rule cloudfront_traffic_to_origin_encryp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8]: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encrypt traffic 
 to custom origins 
            [FIX]: For Amazon CloudFront custom origins, set 'OriginProtocolPolicy' to 
 'https-only' or match-viewer'. When setting 'OriginProtocolPolicy' to 'match-viewer', do 
 not set 'ViewerProtocolPolicy' to 'allow-all' for any cache behavi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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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legacy_origins(this) 
    ] { 
        DistributionConfig { 
            # Scenario 4 
            CustomOrigin not exists 
        } 
    } 

    %cloudfront_distribution [ 
        # Scenario 2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origins(this) 
    ] { 
        let cloudfront_distro = this 

        DistributionConfig { 
            Origins [ 
                # Scenario 3 
                CustomOriginConfig exists 
                CustomOriginConfig is_struct 
            ] { 
                CustomOriginConfig { 
                    # Scenario 5 
                    OriginProtocolPolicy != "http-only" 
                    # Scenario 6 
                    OriginProtocolPolicy == "https-only" or 
                    # Scenario 6 and 8 
                    
 match_viewer_policy_with_no_allow_all_viewer_protocol_policy(OriginProtocolPolicy, 
 %cloudfront_distro) 
                } 
            } 
        } 
    }
}

rule match_viewer_policy_with_no_allow_all_viewer_protocol_policy(origin_protocol_policy, 
 cloudfront_distribution) { 
    %origin_protocol_policy { 
        this == "match-viewer"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 
                DefaultCacheBehavior exists 
                DefaultCacheBehavior is_struct 

                DefaultCacheBehavior { 
                    check_viewer_protocol_policy(this) 
                } 

                when CacheBehaviors exists 
                     CacheBehaviors is_list 
                     CacheBehaviors not empty { 

                        CacheBehaviors[*] { 
                            check_viewer_protocol_policy(thi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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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check_viewer_protocol_policy(cache_behaviour) { 
    %cache_behaviour { 
        ViewerProtocolPolicy exists 
        ViewerProtocolPolicy != "allow-all" 
    }
}

rule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origins(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Origins exists 
            Origins is_list 
            Origins not empty 
        } 
    }
}

rule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legacy_origins(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CustomOrigin exists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LOUDFRONT.PR.8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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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acheBehaviors: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PathPattern: '*'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allow-all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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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CachePolicy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match-viewer 

     

[CT.CLOUDFRONT.PR.9] 아마존 CloudFront 배포판에 최소 TLSv1.2의 보안 정책
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가 최종 사용자 연결에 대해 최소 보안 정책 및 TLSv1.2 이상의 암호 
제품군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9규칙 사양 (p. 30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9규칙 사양 (p. 30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9예제 템플릿 (p. 312)

설명

AWS Control Tower Conalyzer는 SSL/TLS를 사용하여AWS 리소스와 통신할 때 SSL/TLS를 사용할 것을 권
장합니다. TLS 버전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최종 CloudFront 사용자와의 HTTPS 연결에 사용할 보안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은 두 가지 
설정을 결정합니다. 1) 최종 사용자와 통신하는 데 사용할 CloudFront 수 있는 최소 SSL/TLS 프로토콜, 2) 최
종 사용자에게 반환되는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CloudFront 수 있는 암호입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대체 도메인 이름 또는 CNAME이라고도 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
판에만 호환되는 뷰어 인증서 구성이 필요합니다.Aliases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TLSv1.2 이상으로MinimumProtocolVersion 설정된ViewerCertificate 구성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Amazon CloudFront 배포는 뷰어 HTTPS 연결에 TLS 버전 1.2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
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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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ViewerCertificate": {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18", 
                    "AcmCertificateArn": { 
                        "Ref": "ACMCertificate" 
                    }, 
                    "SslSupportMethod": "vip"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18 
        Acm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SslSupportMethod: vip 

                 

CT.CLOUDFRONT.PR.9규칙 사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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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security_polic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are using a minimum 
 security policy and cipher suite of TLSv1.2 or greater for viewer connections.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ViewerCertificate' is not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in 'ViewerCertificate' is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is not provided in 'ViewerCertificate' or 
 provided and set to bool(false)
#       And: 'MinimumProtocolVersion' is not provided in 'ViewerCertificate' or provided as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is not provided in 'ViewerCertificate' or 
 provided and set to bool(false)
#       And: 'MinimumProtocolVersion' is provided in 'ViewerCertificate' and is to one of 
 SSLv3, TLSv1,
#             TLSv1_2016, or TLSv1.1_2016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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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DistributionConfig.ViewerCertificate'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is not provided in 'ViewerCertificate' or 
 provided and set to bool(false)
#       And: 'MinimumProtocolVersion' is provided in 'ViewerCertificate' and is not set to 
 SSLv3, TLSv1,
#            TLSv1_2016, or TLSv1.1_2016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NON_COMPLIANT_TLS_POLICIES_LIST = ["SSLv3", "TLSv1", "TLSv1_2016", "TLSv1.1_2016"]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security_polic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9]: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a security 
 policy of TLSv1.2 as a minimum 
            [FIX]: Provide a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with 
 'MinimumProtocolVersion' set to TLSv1.2 or higher. 
        >>
}

rule cloudfront_security_polic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9]: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have a security 
 policy of TLSv1.2 as a minimum 
            [FIX]: Provide a 'ViewerCertificate' configuration with 
 'MinimumProtocolVersion' set to TLSv1.2 or higher.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 Scenario 2 
            ViewerCertificate exists 
            ViewerCertificate is_struct 

            ViewerCertificate { 
                # Scenario 3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not exists or 
                CloudFrontDefaultCertificate == false 

                # Scenario 4,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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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mProtocolVersion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MinimumProtocolVersion) 
                MinimumProtocolVersion not in %NON_COMPLIANT_TLS_POLICIES_LIST 
            } 
        }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LOUDFRONT.PR.9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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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MinimumProtocolVersion: TLSv1.2_2018 
          Acm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SslSupportMethod: sni-onl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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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ViewerCertificate: 
          MinimumProtocolVersion: TLSv1 
          Acm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SslSupportMethod: vip 

     

[CT.CLOUDFRONT.PR.10] Amazon S3 지원 오리진을 CloudFrontdistributions 사
용하는 모든 Amazon에는 원본 액세스 제어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제어는 Amazon S3가 지원하는 Amazon CloudFront 배포가 원본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10규칙 사양 (p. 31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10규칙 사양 (p. 31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10예제 템플릿 (p. 319)

설명

CloudFront OAC는 사용자가 Amazon S3 버킷의 콘텐츠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합니다. S3 버킷에 직접 
액세스하면 기본 S3 버킷 콘텐츠에 적용되는 CloudFront 배포 및 모든 권한이 우회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Amazon S3에서 지원하는 원본이 하나 이상 구성된 Amazon CloudFront 배포에만 적
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이Origins 속성은 Amazon S3가 지원하는 오리진을 구성합니다. Amazon S3가 지원하는 각 오리진에 대
해OriginAccessControlId 속성을 사용하여 오리진 액세스 제어 식별자를 구성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오리진 액세스 제어로 구성된 Amazon S3 버킷 오리진을 사용한 Amazon CloudFront 배포.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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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 
                            "Fn::GetAtt": [ 
                                "OriginBucket", 
                                "RegionalDomainName" 
                            ] 
                        }, 
                        "OriginAccessControlId": { 
                            "Ref": "OriginAccessControl" 
                        }, 
                        "S3OriginConfig": {} 
                    } 
                ],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GetAtt 'OriginBucket.RegionalDomainName' 
          OriginAccessControlId: !Ref 'OriginAccessControl' 
          S3OriginConfig: {}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T.CLOUDFRONT.PR.10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origin_access_control_enabled_check
#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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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backed by Amazon S3 
 are configured to use an origin access control.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No S3 backed 'Origins' are provided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or 
 'Origins' is not present on
#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or is present and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S3Origin'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S3 backed 'Origins' are configured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AccessControlId' is not present for the 'Origin' or i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S3 backed 'Origins' are provided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AccessControlId' is present for each S3 backed 'Origin' and is a non-
empty string or valid local
#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CLOUDFRONT_ORIGIN_ACCESS_CONTROL_TYPE = "AWS::CloudFront::OriginAccessControl"
let S3_BUCKET_DNS_NAME_PATTERN = /(.*)\.s3(-external-\d|[-\.][a-z]*-[a-z]*-[0-9])?
\.amazonaws\.com(\.c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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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origin_access_control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10]: Require any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with Amazon S3 
 backed origins to have origin access control configured 
            [FIX]: The 'Origins' property configures origins backed by Amazon S3. For 
 each origin backed by Amazon S3, configure an origin access control identifier using the 
 'OriginAccessControlId' property. 
        >>
}

rule cloudfront_origin_access_control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10]: Require any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with Amazon S3 
 backed origins to have origin access control configured 
            [FIX]: The 'Origins' property configures origins backed by Amazon S3. For 
 each origin backed by Amazon S3, configure an origin access control identifier using the 
 'OriginAccessControlId'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legacy_s3_origins(this) 
    ] { 
        DistributionConfig { 
            # Scenario 3 
            S3Origin not exists 
        } 
    } 

    %cloudfront_distribution[ 
        # Scenario 2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origins(this) 
    ] { 
        DistributionConfig { 
            Origins [ 
                # Scenario 4 
                DomainName == %S3_BUCKET_DNS_NAME_PATTERN or 
                check_origin_domain_name_get_att(DomainName) 
            ] { 
                # Scenario 3 and 5 
                OriginAccessControlId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OriginAccessControlId)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OriginAccessControlId, 
 %CLOUDFRONT_ORIGIN_ACCESS_CONTROL_TYPE) 
            } 
        } 
    }
}

rule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legacy_s3_origins(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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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ributionConfig { 
            S3Origin exists 
        } 
    }
}

rule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origins(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Origins exists 
            Origins is_list 
            Origins not empty 
        } 
    }
}

rule check_origin_domain_name_get_att(domain) { 
  %domain { 
    'Fn::GetAtt'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this[1] == "DomainName" or 
        this[1] == "RegionalDomainName" 
    }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S3::Bucket")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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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CLOUDFRONT.PR.10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OriginAccessControl: 
    Type: AWS::CloudFront::OriginAccessControl 
    Properties: 
      OriginAccessControlConfig: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oac 
        OriginAccessControlOriginType: s3 
        SigningBehavior: always 
        SigningProtocol: sigv4 
  OriginBucket: 
    Type: AWS::S3::Bucket 
  Origin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Origin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OriginBucket 
                - /* 
            Principal: 
              Service: cloudfront.amazonaws.co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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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Equals: 
                "AWS:SourceArn": 
                  Fn::Join: 
                  - '' 
                  - - 'arn:aws:cloudfront::' 
                    - Ref: AWS::AccountId 
                    - ':distribution/' 
                    - Ref: CloudFrontDistribution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Fn::GetAtt: 
            - OriginBucket 
            - RegionalDomainName 
          OriginAccessControlId: 
            Ref: OriginAccessControl 
          S3OriginConfig: {}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OriginBucketOai: 
    Type: AWS::CloudFront::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 
    Properties: 
      CloudFrontOriginAccessIdentityConfig: 
        Comment: 
          Fn::Sub: ${AWS::StackName}-example-oai 
  OriginBucket: 
    Type: AWS::S3::Bucket 
  Origin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OriginBucket 
      PolicyDocument: 

32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OriginBucket 
                - /* 
            Principal: 
              AWS: 
                Fn::Join: 
                - '' 
                - - 'arn:aws:iam::cloudfront:user/CloudFront Origin Access Identity ' 
                  - Ref: OriginBucketOai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Origins: 
        - Id: exampleS3Origin 
          DomainName: 
            Fn::GetAtt: 
            - OriginBucket 
            - RegionalDomainName 
          S3OriginConfig: 
            OriginAccessIdentity: 
              Fn::Sub: "origin-access-identity/cloudfront/${OriginBucketOai}"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S3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CT.CLOUDFRONT.PR.11] Amazon CloudFront 배포에서 엣지 로케이션과 사용자 
지정 오리진 간에 업데이트된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CloudFront 배포에서 CloudFront 엣지 로케이션과 사용자 지정 오리진 간의 HTTPS 통
신을 위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Front::Distribu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FRONT.PR.11규칙 사양 (p. 32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11규칙 사양 (p. 32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FRONT.PR.11예제 템플릿 (p. 326)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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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 (IETF) 는 프로토콜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SSL 3.0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오리진과 HTTPS 통신에 TLSv1.2 이상을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사용자 지정 오리진이 하나 이상 구성된 Amazon CloudFront 배포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CustomOriginConfig구성이 있는OriginSSLProtocols 에서Origins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SSL 프
로토콜을 제거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CloudFront 배포 - 예제

TLS v1.2를 오리진 SSL 프로토콜로 사용하도록 구성된 Amazon CloudFront 배포판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FrontDistribution": {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 
            "DistributionConfig": {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 
                        "Ref": "CachePolicy" 
                    } 
                }, 
                "Origins": [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OriginSSLProtocols": [ 
                                "TLSv1.2" 
                            ] 
                        } 
                    } 
                ] 
            } 
        } 
    }
} 
                 

YAML 예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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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s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Origins: 
        - Id: s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OriginSSLProtocols: 
              - TLSv1.2 

                 

CT.CLOUDFRONT.PR.1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front_no_deprecated_ssl_protocol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s are using deprecated 
 SSL protocols for HTTPS communication between CloudFront edge locations and custom 
 origins.
#  
# Reports on:
#   AWS::CloudFront::Distribu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rigins'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are no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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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l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have an 'OriginProtocolPolicy' of 
 'http-only'
#      Then: SKIP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CustomOrigin' is present on the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And: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have an 
 'OriginProtocolPolicy' not equal to 'http-only'
#       And: 'OriginSSLProtocols' has not been specified or specifi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And: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have an 
 'OriginProtocolPolicy' not equal to 'http-only'
#       And: 'OriginSSLProtocols' has been specified as a non-empty list and contains 
 'SSLv3'
#      Then: FAIL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Front distribution resource
#       And: One or more 'Origins' has been configured
#       And: There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       And: One or more 'Origins' with a 'CustomOriginConfig' have an 
 'OriginProtocolPolicy' not equal to 'http-only'
#       And: 'OriginSSLProtocols' has been specified as a non-empty list and does not 
 contain 'SSLv3'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AWS::CloudFront::Distribution"
let UNSUPPORTED_ORIGIN_SSL_PROTOCOLS = [ "SSLv3" ]
let OUT_OF_SCOPE_PROTOCOL_POLICIES = [ "http-only"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front_distributions = Resources.*[ Type ==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front_no_deprecated_ssl_protocol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s not empty 
 { 
    check(%cloudfront_distributions.Properties) 
        << 
        [CT.CLOUDFRONT.PR.11]: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use updated SSL 
 protocols between edge locations and custom ori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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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 Remove deprecated SSL protocols from 'OriginSSLProtocols' in 'Origins' 
 that have 'CustomOriginConfig' configurations. 
        >>
}

rule cloudfront_no_deprecated_ssl_protocol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FRONT_DISTRIBU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FRONT_DISTRIBU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FRONT.PR.11]: Require an Amazon CloudFront distribution to use updated SSL 
 protocols between edge locations and custom origins 
            [FIX]: Remove deprecated SSL protocols from 'OriginSSLProtocols' in 'Origins' 
 that have 'CustomOriginConfig' configuration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legacy_origins(this) 
    ] { 
        DistributionConfig { 
            # Scenario 5 
            CustomOrigin not exists 
        } 
    } 

    %cloudfront_distribution[ 
        # Scenario 2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origins(this) 
    ] { 
        DistributionConfig { 
            Origins [ 
                # Scenario 3 and 4 
                CustomOriginConfig exists 
                CustomOriginConfig is_struct 
                filter_custom_origin_config(CustomOriginConfig) 
            ] { 
                CustomOriginConfig { 
                    # Scenario 6, 7 and 8 
                    OriginSSLProtocols exists 
                    OriginSSLProtocols is_list 
                    OriginSSLProtocols not empty 
                    %UNSUPPORTED_ORIGIN_SSL_PROTOCOLS.* not in OriginSSLProtocols 
                } 
            } 
        } 
    }
}

rule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origins(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Origins exists 
            Origins is_list 
            Origins not emp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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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filter_cloudfront_distribution_with_legacy_origins(cloudfront_distribution) { 
    %cloudfront_distribution { 
        DistributionConfig exists 
        DistributionConfig is_struct 

        DistributionConfig { 
            CustomOrigin exists 
        } 
    }
}

rule filter_custom_origin_config(custom_origin_config) { 
    %custom_origin_config { 
        OriginProtocolPolicy exists 
        OriginProtocolPolicy not in %OUT_OF_SCOPE_PROTOCOL_POLICI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LOUDFRONT.PR.1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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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OriginSSLProtocols: 
            - TLSv1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achePolicy: 
    Type: AWS::CloudFront::CachePolicy 
    Properties: 
      CachePolicyConfig: 
        DefaultTTL: 20 
        MaxTTL: 20 
        MinTTL: 19 
        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cache-policy
ParametersInCacheKeyAndForwardedToOrigin:
          CookiesConfig: 
            CookieBehavior: none 
          EnableAcceptEncodingGzip: false 
          HeadersConfig: 
            HeaderBehavior: none 
          QueryStringsConfig: 
            QueryStringBehavior: none 
  CloudFrontDistribution: 
    Type: AWS::CloudFront::Distribution 
    Properties: 
      DistributionConfig: 
        Enabled: false 
        DefaultCacheBehavior: 
          ViewerProtocolPolicy: https-only 
          TargetOriginId: exampleOrigin 
          CachePolicyId: 
            Ref: CachePolicy 
        Origins: 
        - Id: exampleOrigin 
          DomainName: example.com 
          CustomOriginConfig: 
            OriginProtocolPolicy: https-only 
            OriginSSLProtocols: 
            - SSLv3 

     

AWS CloudTrail통제 수단
주제

• [CT.CLOUDTRAIL.PR.1] 미사용 시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AWS CloudTrail 트레일이 필요합니
다. (p. 328)

• [CT.CLOUDTRAIL.PR.2] 로그 파일 검증을 활성화하려면AWS CloudTrail 트레일이 필요합니
다.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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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CLOUDTRAIL.PR.3]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구성을 위해서는AWS CloudTrail 트레일
이 필요합니다. (p. 338)

[CT.CLOUDTRAIL.PR.1] 미사용 시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AWS CloudTrail 트레일
이 필요합니다.
이AWS CloudTrail 컨트롤은 서버측 암호화 (SSE)AWS KMS key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Trail::Trail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TRAIL.PR.1규칙 사양 (p. 32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TRAIL.PR.1규칙 사양 (p. 32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TRAIL.PR.1 예제 템플릿 (p. 331)

설명

민감한 CloudTrail 로그 파일의 보안을 강화하려면 로그 파일에 서버 측 암호화AWS KMS keys (SSE-KMS) 
를 사용하여 저장된 CloudTrail 로그 파일을 암호화해야 합니다. 에서 CloudTrail 버킷에 제공하는 로그 파일
은 기본적으로 Amazon S3 관리형 암호화 키 (SSE-S3) 를 사용하는 서버 측 암호화 로 암호화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KMSKeyId속성을 유효한 KMS 키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loudTrail트레일 - 예제

AWS CloudTrailAWS KMS keys(SSE-KMS) 를 통한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트레일.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Trail": {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 
            "IsLogging": true, 
            "KMSKeyId": { 
                "Ref": "KMSKey" 
            }, 
            "S3BucketName": { 
                "Ref": "LoggingBucke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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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IsLogging: true 
    KMSKeyId: !Ref 'KMSKey'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CT.CLOUDTRAIL.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_trail_encryp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rule checks whether AWS CloudTrail is configured to use the server-side encryption 
 (SSE) AWS KMS key encryption.
#  
# Reports on:
#   AWS::CloudTrail::Trail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WS CloudTrailtrail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KMSKeyId' is not presen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KMSKeyId'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an empty string or a non-valid 
 local reference to a KMS key or
#            Alias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KMSKeyId' has been provided and is a non-empty string or a valid reference to 
 a KMS key or Alia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TRAIL_TRAIL_TYPE = "AWS::CloudTrail::Trail"
let INPUT_DOCUMENT =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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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ignments
#
let cloudtrail_trails = Resources.*[ Type == %CLOUDTRAIL_TRAIL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_trail_encryp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trail_trails not empty { 
    check_cloudtrail_kms_key_configuration(%cloudtrail_trails.Properties) 
        < < 
        [CT.CLOUDTRAIL.PR.1]: Require an AWS CloudTrail trail to have encryption at rest 
 activated 
        [FIX]: Set the 'KMSKeyId' property to a valid KMS key. 
        >>
}

rule cloud_trail_encryp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TRAIL_TRAIL_TYPE) { 
    check_cloudtrail_kms_key_configuration(%INPUT_DOCUMENT.
%CLOUDTRAIL_TRAIL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TRAIL.PR.1]: Require an AWS CloudTrail trail to have encryption at rest 
 activated 
        [FIX]: Set the 'KMSKeyId' property to a valid KMS ke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cloudtrail_kms_key_configuration(cloudtrail_trail){ 
    %cloudtrail_trail { 
        # Scenario 2 
        KMSKeyId exists 
        # Scenario 3 and 4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KMSKeyId) or 
        check_kms_key_id_local_ref(KMSKeyId) 
    }
}

rule check_kms_key_id_local_ref(key_ref) { 
    %key_ref {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KMS::Key")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KMS::Alias")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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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CLOUDTRAIL.PR.1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KMS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example-cloudtrail-key-policy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Fn::Sub: arn:${AWS::Partition}:iam::${AWS::AccountId}:root 
          Action: kms:* 
          Resource: '*' 
        - Sid: Allow CloudTrail to encrypt logs 
          Effect: Allow 
          Action: "kms:GenerateDataKey*"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Resource: '*' 
          Condition: 
            StringLike: 
              "kms:EncryptionContext:aws:cloudtrail:arn": [ 
                Fn::Sub: "arn:aws:cloudtrail:*:${AWS::AccountId}:trail/*" 
              ] 
            StringEquals: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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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d: Allow CloudTrail to describe key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Action: kms:DescribeKey 
          Resource: '*' 
        - Sid: Allow principals in the account to decrypt log files 
          Effect: Allow 
          Principal: 
            AWS: "*" 
          Action: 
           - "kms:Decrypt" 
           - "kms:ReEncryptFrom" 
          Resource: "*" 
          Condition: 
            StringEquals:  
              "kms:CallerAccount": 
                Ref: AWS::AccountId 
              "kms:EncryptionContext:aws:cloudtrail:arn": 
                Fn::Sub: "arn:aws:cloudtrail:*:${AWS::AccountId}:trail/*"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BucketAcl'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 Action: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 /AWSLogs/ 
                  - Ref: AWS::AccountId 
                  - /*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s3:x-amz-acl': 'bucket-owner-full-control'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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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IsLogging: true 
      Trail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trail 
      KMSKeyId: 
        Ref: KMSKey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BucketAcl'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 Action: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 /AWSLogs/ 
                  - Ref: AWS::AccountId 
                  - /*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s3:x-amz-acl': 'bucket-owner-full-control'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IsLogging: true 
      Trail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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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CT.CLOUDTRAIL.PR.2] 로그 파일 검증을 활성화하려면AWS CloudTrail 트레일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CloudTrail 트레일에서 로그 파일 무결성 검증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비밀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loudTrail::Trail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TRAIL.PR.2규칙 사양 (p. 33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TRAIL.PR.2규칙 사양 (p. 33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TRAIL.PR.2 예제 템플릿 (p. 336)

설명

CloudTrail 로그 파일 검증은 Amazon S3에 CloudTrail 기록되는 각 로그의 해시가 포함된 디지털 서명된 다
이제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다이제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로그 파일이 변경,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
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

AWS Control Tower는 모든 트레일에서 파일 검증을 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로그 파일 검증은 
CloudTrail 로그의 추가 무결성 검사를 제공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CloudTrail 리소스EnableLogFileValidation 속성을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loudTrail트레일 - 예제

AWS CloudTrail로그 파일 검증으로 트레일이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Trail": {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 
            "IsLogging": true, 
            "S3BucketName": { 
                "Ref": "LoggingBucket" 
            }, 
            "KMSKeyId": { 
                "Ref": "KMSKey" 
            }, 
            "EnableLogFileValidation":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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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예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IsLogging: true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KMSKeyId: !Ref 'KMSKey' 
    EnableLogFileValidation: true 

                 

CT.CLOUDTRAIL.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_trail_log_file_valida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log file integrity validation is enabled on an AWS 
 CloudTrail trail.
#  
# Reports on:
#   AWS::CloudTrail::Trail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loudTrail trail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EnableLogFileValidation' is not presen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EnableLogFileValidation' is present and and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EnableLogFileValidation' is present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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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CLOUDTRAIL_TRAIL_TYPE = "AWS::CloudTrail::Trail"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trail_trails = Resources.*[ Type == %CLOUDTRAIL_TRAIL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_trail_log_file_valida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trail_trails not empty { 
    check(%cloudtrail_trails.Properties) 
        << 
        [CT.CLOUDTRAIL.PR.2]: Require an AWS CloudTrail trail to have log file validation 
 activated 
        [FIX]: Set the CloudTrail resource 'EnableLogFileValidation' property to true. 
        >>
}

rule cloud_trail_log_file_valida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TRAIL_TRAIL_TYPE) { 
    check(%INPUT_DOCUMENT.%CLOUDTRAIL_TRAIL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TRAIL.PR.2]: Require an AWS CloudTrail trail to have log file validation 
 activated 
        [FIX]: Set the CloudTrail resource 'EnableLogFileValidation' property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oudtrail_trail){ 
    %cloudtrail_trail { 
        # Scenario 2 
        EnableLogFileValidation exists 
        # Scenario 3 and 4 
        EnableLogFileValidation == tru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LOUDTRAIL.PR.2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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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BucketAcl'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 Action: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 /AWSLogs/ 
                  - Ref: AWS::AccountId 
                  - /*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s3:x-amz-acl': 'bucket-owner-full-control'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IsLogging: true 
      Trail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trail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EnableLogFileValidation: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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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BucketAcl'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 Action: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 /AWSLogs/ 
                  - Ref: AWS::AccountId 
                  - /*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s3:x-amz-acl': 'bucket-owner-full-control'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IsLogging: true 
      Trail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trail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EnableLogFileValidation: false 

     

[CT.CLOUDTRAIL.PR.3]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 구성을 위해서는
AWS CloudTrail 트레일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CloudTrail 트레일이 Amazon CloudWatch Logs Logs로 로그를 전송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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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 유형:AWS::CloudTrail::Trail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LOUDTRAIL.PR.3규칙 사양 (p. 34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TRAIL.PR.3규칙 사양 (p. 34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LOUDTRAIL.PR.3 예제 템플릿 (p. 342)

설명

CloudTrail 지정된 계정에서 이루어진AWS API 호출을 기록합니다. 기록된 정보에는 API 호출자의 ID, API 
호출 시간, API 호출자의 소스 IP 주소, 요청 파라미터 및 에서 반환한 응답 요소가 포함됩니다AWS 서비스.

CloudTrail Amazon S3를 로그 파일 저장 및 전송에 사용합니다. 장기 분석을 위해 지정된 S3 버킷의 
CloudTrail 로그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을 수행하려면 로그를 CloudTrail 로그로 보내도록 구성
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모든 계정에서 활성화된 트레일의 경우 모든AWS 리전 리전의 로그 파일을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으로 
CloudTrail 전송합니다.

AWS CloudTrailLogs에 CloudTrail CloudWatch 로그를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이 권장 사항은 계정 활동을 
캡처, 모니터링 및 적절하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AWS 서비스에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권장 사항은 다른 솔루션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CloudTrail 로그를 CloudWatch Logs로 전송하면 사용자, API, 리소스 및 IP 주소를 기반으로 실시간 및 과거 
활동 로깅이 용이해집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민감한 계정 활동에 대한 경보 및 알림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CloudWatchLogsLogGroupArn및CloudWatchLogsRoleArn 속성을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loudTrail트레일 - 예제

AWS CloudTrailAmazon CloudWatch Logs로 이벤트를 전송하도록 구성된 트레일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oudTrail": {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 
            "IsLogging": true, 
            "S3BucketName": { 
                "Ref": "LoggingBucket" 
            }, 
            "CloudWatchLogsRoleArn": { 
                "Fn::GetAtt": [ 
                    "LogRole", 
                    "Arn" 
                ] 
            }, 
            "CloudWatchLogsLogGroupArn": { 
                "Fn::GetAtt": [ 
                    "LogGroup", 

339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Arn" 
                ] 
            } 
        } 
    }
} 
                 

YAML 예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IsLogging: true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CloudWatchLogsRoleArn: !GetAtt 'LogRole.Arn' 
    CloudWatchLogsLogGroupArn: !GetAtt 'LogGroup.Arn' 

                 

CT.CLOUDTRAIL.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loud_trail_cloud_watch_logs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rule checks whether AWS CloudTrail trails are configured to send logs to Amazon 
 CloudWatch Logs.
#  
# Reports on:
#   AWS::CloudTrail::Trail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WS CloudTrail trail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CloudWatchLogsLogGroupArn' or 'CloudWatchLogsRoleArn' is not presen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CloudWatchLogsLogGroupArn' is set to a non-empty string or a valid local 
 reference to a log group
#       And: 'CloudWatchLogsRoleArn' is set to an empty string or a non-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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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CloudWatchLogsLogGroupArn' is set to an empty string or an invalid local 
 reference
#       And: 'CloudWatchLogsRoleArn' is set to a non-empty string or a valid local 
 reference to an IAM rol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CloudTrail trail resource
#       And: 'CloudWatchLogsRoleArn' is set to a non-empty string or a valid local 
 reference to an IAM role
#       And: 'CloudWatchLogsLogGroupArn' is set to a non-empty string or a valid local 
 reference to a log group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LOUDTRAIL_TRAIL_TYPE = "AWS::CloudTrail::Trail"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oudtrail_trails = Resources.*[ Type == %CLOUDTRAIL_TRAIL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loud_trail_cloud_watch_log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oudtrail_trails not empty { 
    check_cloudtrail_log_group_configuration(%cloudtrail_trails.Properties) 
        << 
        [CT.CLOUDTRAIL.PR.3]: Require an AWS CloudTrail trail to have an CloudTrail log 
 group configuration 
        [FIX]: Set the 'CloudWatchLogsLogGroupArn' and 'CloudWatchLogsRoleArn' properties. 
        >>
}

rule cloud_trail_cloud_watch_log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LOUDTRAIL_TRAIL_TYPE) { 
    check_cloudtrail_log_group_configuration(%INPUT_DOCUMENT.
%CLOUDTRAIL_TRAIL_TYPE.resourceProperties) 
        << 
        [CT.CLOUDTRAIL.PR.3]: Require an AWS CloudTrail trail to have an CloudTrail log 
 group configuration 
        [FIX]: Set the 'CloudWatchLogsLogGroupArn' and 'CloudWatchLogsRoleArn' propertie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cloudtrail_log_group_configuration(cloudtrail_trail) { 
    %cloudtrail_trail { 
        # Scenario 2 
        CloudWatchLogsLogGroupArn exists 
        CloudWatchLogsRoleArn exists 

        # Scenario 3, 4 and 5 
        check_cloudwatch_log_group_arn(CloudWatchLogsLogGroupArn) 
        check_cloudwatch_log_role_arn(CloudWatchLogsRoleArn) 
    }
}

rule check_cloudwatch_log_group_arn(log_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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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_group {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Logs::LogGroup") 
    }
}

rule check_cloudwatch_log_role_arn(log_role) { 
   %log_role {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IAM::Role")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CLOUDTRAIL.PR.3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Logging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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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S3::Bucket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BucketAcl'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 Action: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 /AWSLogs/ 
                  - Ref: AWS::AccountId 
                  - /*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s3:x-amz-acl': 'bucket-owner-full-control'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CloudWatchLogs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AssumeRole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olicies: 
      - PolicyName: 'cloudtrail-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Fn::GetAtt: [LogGroup, Arn] 
  Log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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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Logs::LogGroup 
    Properties: {}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IsLogging: true 
      Trail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trail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CloudWatchLogsRoleArn: 
        Fn::GetAtt: 
        - CloudWatchLogsRole 
        - Arn 
      CloudWatchLogsLogGroupArn: 
        Fn::GetAtt: 
        - LogGroup 
        - Arn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BucketAcl'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 Action: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arn:aws:s3:::' 
                  - Ref: LoggingBucket 
                  - /AWSLogs/ 
                  - Ref: AWS::AccountId 
                  - /* 
            Principal: 
              Service: "cloudtrail.amazonaws.com" 
            Condition: 
              StringEq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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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x-amz-acl': 'bucket-owner-full-control' 
                "aws:SourceArn":  
                  Fn::Sub: "arn:aws:cloudtrail:${AWS::Region}:${AWS::AccountId}:trail/
${AWS::StackName}-example-trail" 
  CloudTrail: 
    Type: AWS::CloudTrail::Trail 
    Properties: 
      IsLogging: true 
      Trail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trail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AWS CodeBuild통제 수단
주제

• [CT.CODEBUILD.PR.1]AWS CodeBuild 프로젝트의 Bitbucket 소스 리포지토리 URL GitHub 또는 
Bitbucket 소스 리포지토리 URL에 OAuth 필요 (p. 345)

• [CT.CODEBUILD.PR.2] 모든AWS CodeBuild 프로젝트 환경 변수가 환경 변수의 자격 증명을 암호화하
도록 요구합니다. (p. 353)

• [CT.CODEBUILD.PR.3] 모든AWS CodeBuild 프로젝트 환경에 로깅을 구성해야 합니다. (p. 359)
• [CT.CODEBUILD.PR.4] 모든AWS CodeBuild 프로젝트가 실행 중일 때 권한 모드를 비활성화하도록 요

구 (p. 367)
• [CT.CODEBUILD.PR.5] 모든AWS CodeBuild 프로젝트 아티팩트에 암호화 필요 (p. 373)
• [CT.CODEBUILD.PR.6]AWS CodeBuild 프로젝트의 모든 Amazon S3 로그에 암호화가 필요합니

다. (p. 382)

[CT.CODEBUILD.PR.1]AWS CodeBuild 프로젝트의 Bitbucket 소스 리포지토리 
URL GitHub 또는 Bitbucket 소스 리포지토리 URL에 OAuth 필요
이 컨트롤은 GitHub 또는 Bitbucket 소스 리포지토리 URL에 개인 액세스 토큰이나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
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강력한 인증 사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odeBuild::Projec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ODEBUILD.PR.1규칙 사양 (p. 34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1규칙 사양 (p. 34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1예제 템플릿 (p. 351)

설명

인증 자격 증명은 일반 텍스트로 저장되거나 전송되거나 리포지토리 URL에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액세스 토큰이나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대신 OAuth를 사용하여 Bitbucket 리포지토리에 대한 액세스 GitHub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인 액세스 토큰이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면 자격 증명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노출 및 무단 액세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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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기본 또는 보조 소스 유형이GitHub 또는 인AWS CodeBuild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
다Bitbucket.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WS CodeBuild프로젝트 소스 구성의 리포지토리 URL에서 내장된 자격 증명을 모두 제거합니다. 대신 
또는 에서GitHub 구성하거나Bitbucket App Password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CodeBuild 프로젝트
를GitHub Access Token 또는Bitbucket 리포지토리에 연결하세요AWS CLI.AWS Management 
Consol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1

AWS CodeBuild개인 액세스 토큰을 포함하지 않는 GitHub 기본 소스 위치로 구성된 프로젝트 예제는 JSON
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Type": "GITHUB", 
                "Location": "https://github.com/username/repo.git" 
            } 
        }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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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Type: GITHUB 
      Location: https://github.com/username/repo.git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2

AWS CodeBuild자격 증명 또는 개인 액세스 토큰을 포함하지 않는 기본 및 보조 소스 위치로 구성된 프로젝
트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Type": "BITBUCKET", 
                "Location": "https://bitbucket.org/user/repo.git" 
            }, 
            "SecondarySources": [ 
                { 
                    "Type": "GITHUB", 
                    "Location": "https://github.com/username/repo.git", 
                    "SourceIdentifier": "GitHubSourc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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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Type: BITBUCKET 
      Location: https://bitbucket.org/user/repo.git 
    SecondarySources: 
      - Type: GITHUB 
        Location: https://github.com/username/repo.git 
        SourceIdentifier: GitHubSource 

                 

CT.CODEBUILD.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odebuild_project_source_repo_url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the GitHub or Bitbucket source repository URL contains 
 either personal access tokens or a username and password.
#  
# Reports on:
#   AWS::CodeBuild::Projec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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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odeBuild projec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ource' configuration is not of 'Type' 'GITHUB' or 'BITBUCKET'
#       And: 'SecondarySources' configuration is not provided or is provided and does not 
 have any item of 'Type'
#            'GITHUB' or 'BITBUCKE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ource' configuration is of 'Type' 'GITHUB' or 'BITBUCKET'
#       And: 'Source' configuration has a 'Location' that contains credentials (username 
 and password for BitBucket
#            and Access Token for GitHub)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econdarySources' configuration is provided
#       And: 'SecondarySources' configuration has one or more items of 'Type' 'GITHUB' or 
 'BITBUCKET'
#       And: 'SecondarySources' configuration has one or more items with 'Location' that 
 contains credentials
#            (username and password for BitBucket and Access Token for GitHub)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ource' configuration is of 'Type' 'GITHUB' or 'BITBUCKET'
#       And: 'Source' configuration has a 'Location' that does not contain credentials 
 (username and password for
#            BitBucket and Access Token for GitHub)
#       And: 'SecondarySources' configuration is not provided or is provided and does not 
 have any item of 'Type'
#            'GITHUB' or 'BITBUCKET'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ource' configuration is of 'Type' 'GITHUB' or 'BITBUCKET'
#       And: 'Source' configuration has a 'Location' that does not contain credentials 
 (username and password for
#            BitBucket and Access Token for GitHub)
#       And: 'SecondarySources' configuration is provided
#       And: 'SecondarySources' configuration has one or more items of 'Type' 'GITHUB' or 
 'BITBUCKET'
#       And: 'SecondarySources' configuration has one or more items with 'Location' that 
 does not contain credentials
#            (username and password for BitBucket and Access Token for GitHub)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ODEBUILD_PROJECT_TYPE = "AWS::CodeBuild::Project"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GITHUB_COMPLIANT_URL_PATTERN = /^(http(s)?)(:\/\/github\.com\/)([^\/]+)\/([\w\.-]+)
(\.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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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BITBUCKET_COMPLIANT_URL_PATTERN = /^https?:\/\/bitbucket\.org/

#
# Assignments
#
let codebuild_project = Resources.*[ Type == %CODEBUILD_PROJEC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odebuild_project_source_repo_url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 not empty { 
    check(%codebuild_project.Properties) 
        << 
        [CT.CODEBUILD.PR.1]: Require OAuth on GitHub or Bitbucket source repository URLs 
 for AWS CodeBuild projects 
            [FIX]: Remove any embedded credentials from repository URLs in AWS CodeBuild 
 project source configurations. Instead, connect your CodeBuild projects to 'GitHub' or 
 'Bitbucket' repositories by configuring 'GitHub Access Token' or 'Bitbucket App Password' 
 credentials in the AWS Management Console or AWS CLI. 
        >>
}

rule codebuild_project_source_repo_url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_TYPE) { 
    check(%INPUT_DOCUMENT.%CODEBUILD_PROJECT_TYPE.resourceProperties) 
        << 
        [CT.CODEBUILD.PR.1]: Require OAuth on GitHub or Bitbucket source repository URLs 
 for AWS CodeBuild projects 
            [FIX]: Remove any embedded credentials from repository URLs in AWS CodeBuild 
 project source configurations. Instead, connect your CodeBuild projects to 'GitHub' or 
 'Bitbucket' repositories by configuring 'GitHub Access Token' or 'Bitbucket App Password' 
 credentials in the AWS Management Console or AWS CLI.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filter_github_or_bitbucket_source_configuration(this) or 
        filter_github_or_bitbucket_secondary_sources_configuration(this) 
    ] { 
        # Scenario 3, 5 and 6 
        check_source(Source) 
        # Scenario 4 and 6 
        check_secondary_sources(this) 
    }
}

rule filter_github_or_bitbucket_source_configuration(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Source exists 
        Source is_struct 
        Source { 
            Type == "GITHUB" or 
            Type == "BITBUCKET" 
        } 
    }
}

rule filter_github_or_bitbucket_secondary_sources_configuration(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SecondarySources exists 
        SecondarySources is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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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arySources not empty 

        some SecondarySources[*] { 
            Type == "GITHUB" or 
            Type == "BITBUCKET" 
        } 
    }
}

rule check_source(codebuild_source) { 
    %codebuild_source [ 
        Type == "GITHUB" 
    ] { 
        Location exists 
        Location == %GITHUB_COMPLIANT_URL_PATTERN 
    } 
    %codebuild_source [ 
        Type == "BITBUCKET" 
    ] { 
        Location exists 
        Location == %BITBUCKET_COMPLIANT_URL_PATTERN 
    }
}

rule check_secondary_sources(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2 
        SecondarySources exists 
        SecondarySources is_list 
        SecondarySources not empty 
    ] { 
        # Scenario 4 and 6 
        SecondarySources[*] { 
            check_source(this)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ODEBUILD.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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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Type: GITHUB 
        Location: https://github.com/username/repo.gi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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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Type: BITBUCKET 
        Location: https://username:password@bitbucket.org/user/repo.git 

     

[CT.CODEBUILD.PR.2] 모든AWS CodeBuild 프로젝트 환경 변수가 환경 변수의 
자격 증명을 암호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CodeBuild 프로젝트에 환경 변수가 포함되어AWS_ACCESS_KEY_ID 있고 다른 이름으
로AWS_SECRET_ACCESS_KEY 저장되는지 확인합니다PLAINTEXT.

• 제어 목표: 강력한 인증 사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odeBuild::Projec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ODEBUILD.PR.2규칙 사양 (p. 35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2규칙 사양 (p. 35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2예제 템플릿 (p. 358)

설명

인증 자격 증명 AWS_ACCESS_ID 및 AWS_SECRET_KEY는 절대 일반 텍스트로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
렇게 하면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가 노출되고 무단 액세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AWS_ACCESS_KEY_ID 및AWS_SECRET_ACCESS_KEY 환경 변수로 구성된AWS 
CodeBuild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ARAMETER_STORE또는SECRETS_MANAGER 를 사용하여 이름이AWS_ACCESS_KEY_ID 또는 인 환경 변수
의 값을 저장합니다AWS_SECRET_ACCESS_KEY.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AWS CodeBuild프로젝트에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AWS Secrets Manager.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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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EnvironmentVariables": [ 
                    { 
                        "Name": "AWS_ACCESS_KEY_ID", 
                        "Type": "SECRETS_MANAGER", 
                        "Value": "sample_secret:access_key_id" 
                    }, 
                    { 
                        "Name": "AWS_SECRET_ACCESS_KEY", 
                        "Type": "SECRETS_MANAGER", 
                        "Value": "sample_secret:secret_access_key" 
                    } 
                ]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 
        }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EnvironmentVariables: 
        - Name: AWS_ACCESS_KEY_ID 
          Type: SECRETS_MANAGER 
          Value: sample_secret:access_key_id 
        - Name: AWS_SECRET_ACCESS_KEY 
          Type: SECRETS_MANAGER 
          Value: sample_secret:secret_access_key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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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CT.CODEBUILD.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odebuild_project_envvar_awscr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CodeBuild projects contain environment variables 
 'AWS_ACCESS_KEY_ID' and 'AWS_SECRET_ACCESS_KEY' stored as 'PLAINTEXT'.
#  
# Reports on:
#   AWS::CodeBuild::Projec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odeBuild projec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does not contains 'EnvironmentVariables'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contains 'EnvironmentVariables'
#       And: 'EnvironmentVariables' contain variables named 'AWS_ACCESS_KEY_ID' or 
 'AWS_SECRET_ACCESS_KEY'
#       And: 'Type' is not provided for 'AWS_ACCESS_KEY_ID' and 'AWS_SECRET_ACCESS_KEY' 
 environment variables or is
#            provided as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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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contains 'EnvironmentVariables'
#       And: 'EnvironmentVariables' contain variables named 'AWS_ACCESS_KEY_ID' or 
 'AWS_SECRET_ACCESS_KEY'
#       And: 'Type' is set to 'PLAINTEXT' for 'AWS_ACCESS_KEY_ID' or 
 'AWS_SECRET_ACCESS_KEY' environment variables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contains 'EnvironmentVariables'
#       And: 'EnvironmentVariables' does not contain variables named 'AWS_ACCESS_KEY_ID' or 
 'AWS_SECRET_ACCESS_KEY'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contains 'EnvironmentVariables'
#       And: 'EnvironmentVariables' contain variables named 'AWS_ACCESS_KEY_ID' or 
 'AWS_SECRET_ACCESS_KEY'
#       And: 'Type' is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and not set to 'PLAINTEXT' for 
 'AWS_ACCESS_KEY_ID' or
#            'AWS_SECRET_ACCESS_KEY' environment variable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ODEBUILD_PROJECT_TYPE = "AWS::CodeBuild::Project"
let AWS_CREDENTIAL_ENV_VAR_NAMES = [ "AWS_ACCESS_KEY_ID", "AWS_SECRET_ACCESS_KEY"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odebuild_project = Resources.*[ Type == %CODEBUILD_PROJEC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odebuild_project_envvar_awsc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 not empty { 
    check(%codebuild_project.Properties) 
        << 
        [CT.CODEBUILD.PR.2]: Require any AWS CodeBuild project environment variable to 
 encrypt credentials in environment variables 
            [FIX]: Use 'PARAMETER_STORE' or 'SECRETS_MANAGER' to store values for 
 environment variables named 'AWS_ACCESS_KEY_ID' or 'AWS_SECRET_ACCESS_KEY'. 
        >>
}

rule codebuild_project_envvar_awsc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_TYPE) { 
    check(%INPUT_DOCUMENT.%CODEBUILD_PROJECT_TYPE.resourceProperties) 
        << 
        [CT.CODEBUILD.PR.2]: Require any AWS CodeBuild project environment variable to 
 encrypt credentials in environment variables 
            [FIX]: Use 'PARAMETER_STORE' or 'SECRETS_MANAGER' to store values for 
 environment variables named 'AWS_ACCESS_KEY_ID' or 'AWS_SECRET_ACCESS_KE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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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2 
        filter_codebuild_projects_with_environment_variables(this) 
    ] { 
        Environment exists 
        Environment is_struct 
        Environment { 
            EnvironmentVariables exists 
            EnvironmentVariables is_list 
            EnvironmentVariables not empty 
            EnvironmentVariables [ 
                # Scenario 3, 4 and 6 
                Name in %AWS_CREDENTIAL_ENV_VAR_NAMES 
            ] { 
                # Scenario 3 
                Type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ype) 
                # Scenario 4 and 6 
                Type != "PLAINTEXT" 
            } 
        } 
    }
}

rule filter_codebuild_projects_with_environment_variables(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Environment exists 
        Environment is_struct 

        Environment { 
            # Scenario 2 
            EnvironmentVariables exists 
            EnvironmentVariables is_list 
            EnvironmentVariables not empty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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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ODEBUILD.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EnvironmentVariables: 
        - Name: AWS_ACCESS_KEY_ID 
          Type: SECRETS_MANAGER 
          Value: example_secret:access_key_id 
        - Name: AWS_SECRET_ACCESS_KEY 
          Type: SECRETS_MANAGER 
          Value: example_secret:secret_access_key 
        - Name: some_other_variable 
          Type: PLAINTEXT 
          Value: example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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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EnvironmentVariables: 
        - Name: AWS_ACCESS_KEY_ID 
          Type: PLAINTEXT 
          Value: EXAMPLE_ACCESS_KEY_ID 
        - Name: AWS_SECRET_ACCESS_KEY 
          Type: PLAINTEXT 
          Value: EXAMPLE_SECRET_ACCESS_KEY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CT.CODEBUILD.PR.3] 모든AWS CodeBuild 프로젝트 환경에 로깅을 구성해야 합
니다.

이 컨트롤은AWS CodeBuild 프로젝트 환경에 하나 이상의 로깅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odeBuild::Projec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ODEBUILD.PR.3규칙 사양 (p. 36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3규칙 사양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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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3예제 템플릿 (p. 366)

설명

보안 관점에서 볼 때 로깅은 보안 사고 발생 시 future 포렌식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성화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CodeBuild 프로젝트의 이상 현상을 위협 탐지와 연관시키면 위협 탐지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CloudWatchLogs또는LogsConfigS3Logs 구성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1

AWS CodeBuildAmazon CloudWatch Logs를 통해 로깅을 활성화하도록 구성된 프로젝트.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 
            }, 
            "LogsConfig": { 
                "CloudWatchLogs": { 
                    "Status": "ENABLED" 
                } 
            } 
        }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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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  build:\n    commands:\n      - npm test\n" 
    LogsConfig: 
      CloudWatchLogs: 
        Status: ENABLED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2

AWS CodeBuildAmazon S3를 통해 로깅을 활성화하도록 구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 
            }, 
            "LogsConfig": { 
                "S3Logs": { 
                    "Status": "ENABLED", 
                    "Location": { 
                        "Fn::Join": [ 
                            "/", 
                            [ 
                                { 
                                    "Ref": "S3Bucket" 
                                }, 
                                "path/to/directory"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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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  build:\n    commands:\n      - npm test\n" 
    LogsConfig: 
      S3Logs: 
        Status: ENABLED 
        Location: !Join 
          - / 
          - - !Ref 'S3Bucket' 
            - path/to/directory 

                 

CT.CODEBUILD.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odebuild_project_logg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CodeBuild projects environment has at least one logging 
 option enabled.
#  
# Reports on:
#   AWS::CodeBuild::Projec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odeBuild projec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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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not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Neither 'CloudWatchLogs' or 'S3Logs' are present in 'LogsConfig'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CloudWatchLogs' is not present in 'LogsConfig'
#       And: 'S3Logs' is present in 'LogsConfig' with 'Status' set to 'DISABLED'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3Logs' is not present in 'LogsConfig'
#       And: 'CloudWatchLogs' is present in 'LogsConfig' with 'Status' set to 'DISABLED'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CloudWatchLogs' and 'S3Logs' are present in 'LogsConfig' with 'Status' set to 
 'DISABLED'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CloudWatchLogs' is not present in 'LogsConfig'
#       And: 'S3Logs' is present in 'LogsConfig' with 'Status' set to 'ENABLED'
#       And: 'Location' has not been provided in 'S3Logs', or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string or
#             in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3Logs' is not present in 'LogsConfig'
#       And: 'CloudWatchLogs' is present in 'LogsConfig' with 'Status' set to 'ENABLED'
#      Then: PASS
#   Scenario: 9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CloudWatchLogs' is not present in 'LogsConfig'
#       And: 'S3Logs' is present in 'LogsConfig' with 'Status' set to 'ENABLED'
#       And: 'Location' has been provided in 'S3Logs' a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Then: PASS
#   Scenari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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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LogsConfig' is provided on the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CloudWatchLogs' is present in 'LogsConfig' with 'Status' set to 'ENABLED'
#       And: 'S3Logs' is present in 'LogsConfig' with 'Status' set to 'ENABLED'
#       And: 'Location' has been provided in 'S3Logs' a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ODEBUILD_PROJECT_TYPE = "AWS::CodeBuild::Projec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odebuild_project = Resources.*[ Type == %CODEBUILD_PROJEC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odebuild_project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 not empty { 
    check(%codebuild_project.Properties) 
        << 
        [CT.CODEBUILD.PR.3]: Require any AWS CodeBuild project environment to have logging 
 configured 
            [FIX]: Set 'LogsConfig' with a 'CloudWatchLogs' or 'S3Logs' configuration. 
        >>
}

rule codebuild_project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_TYPE) { 
    check(%INPUT_DOCUMENT.%CODEBUILD_PROJECT_TYPE.resourceProperties) 
        << 
        [CT.CODEBUILD.PR.3]: Require any AWS CodeBuild project environment to have logging 
 configured 
            [FIX]: Set 'LogsConfig' with a 'CloudWatchLogs' or 'S3Logs' configuration.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2 
        LogsConfig exists 
        LogsConfig is_struct 

        LogsConfig { 
            # Scenario 3 
            check_cloudwatch_logs(this) or 
            check_s3_logs(this) 
        } 
    }
}

rule check_cloudwatch_logs(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4 
        CloudWatchLogs exists 
        CloudWatchLogs is_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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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WatchLogs { 
            # Scenario 5, 6, 8 and 10 
            Status exists 
            Status == "ENABLED" 
        } 
    }
}

rule check_s3_logs(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4 
        S3Logs exists 
        S3Logs is_struct 

        S3Logs { 
            # Scenario 4, 6, 9 and 10 
            Status exists 
            Status == "ENABLED" 

            # Scenario 7, 9 and 10 
            Location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Location)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Location, "AWS::S3::Bucket") or 
            check_join_references(%INPUT_DOCUMENT, Location, "AWS::S3::Bucket") 
        } 
    }
}

rule check_join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Join'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some this[1][*] { 
                check_local_references(%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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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CODEBUILD.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CodeBuildProject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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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LogsConfig: 
        CloudWatchLogs: 
          Status: ENABLED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LogsConfig: 
        S3Logs: 
          Status: DISABLED 
        CloudWatchLogs: 
          Status: DISABLED 

     

[CT.CODEBUILD.PR.4] 모든AWS CodeBuild 프로젝트가 실행 중일 때 권한 모드
를 비활성화하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AWS CodeBuild 프로젝트에서 권한 모드가 꺼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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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odeBuild::Projec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ODEBUILD.PR.4규칙 사양 (p. 37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4규칙 사양 (p. 37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4예제 템플릿 (p. 372)

설명

기본적으로 Docker 컨테이너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권한 모드에서는 모든 
장치에 대한 빌드 프로젝트 Docker 컨테이너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값을privilegedModetrue 지정
하면 Docker 데몬을 Docker 컨테이너 내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Docker 데몬은 Docker API 요청을 수신하
고 이미지, 컨테이너, 네트워크 및 볼륨과 같은 Docker 객체를 관리합니다. 빌드 프로젝트가 Docker 이미지
를 빌드하려는true 경우 이 매개 변수를 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Docker API 또는 컨테이너의 기
본 하드웨어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 설정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에 의도하지 않
게 액세스하면 시스템이 악의적인 변조 또는 중요 리소스 삭제의 위험에privilegedMode 노출될 수 있습
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내에서EnvironmentPrivilegedMode 속성을PrivilegedModefalse 설정하거나 생략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1

AWS CodeBuild프로젝트는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 권한 모드를 비활성화하도록 구성되었습니
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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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2

AWS CodeBuildPrivilegedMode속성을 통해 권한 모드를 비활성화하도록 구성된 프로젝트.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PrivilegedMode": false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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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PrivilegedMode: false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CT.CODEBUILD.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odebuild_project_environment_privileg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CodeBuild projects have privileged mode turned off.
#  
# Reports on:
#   AWS::CodeBuild::Projec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odeBuild projec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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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is not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is provided
#       And: 'PrivilegedMode' within the 'Environment'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is provided
#       And: 'PrivilegedMode' within 'Environment' configuration is not provided
#      Then: PASS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Environment' configuration is provided
#       And: 'PrivilegedMode' within 'Environment' configuration is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ODEBUILD_PROJECT_TYPE = "AWS::CodeBuild::Projec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odebuild_projects = Resources.*[ Type == %CODEBUILD_PROJEC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odebuild_project_environment_privileg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s not empty { 
    check(%codebuild_projects.Properties) 
        << 
        [CT.CODEBUILD.PR.4]: Require any AWS CodeBuild project to deactivate privileged 
 mode when running 
            [FIX]: Within 'Environment', set 'PrivilegedMode' to 'false' or omit the 
 'PrivilegedMode' property. 
        >>
}

rule codebuild_project_environment_privileg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_TYPE) { 
    check(%INPUT_DOCUMENT.%CODEBUILD_PROJECT_TYPE.resourceProperties) 
        << 
        [CT.CODEBUILD.PR.4]: Require any AWS CodeBuild project to deactivate privileged 
 mode when running 
            [FIX]: Within 'Environment', set 'PrivilegedMode' to 'false' or omit the 
 'PrivilegedMode'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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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check(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2 
        Environment exists 
        Environment is_struct 
        Environment { 
            # Scenario 4 
            PrivilegedMode not exists or 
            # Scenario 3 and 5 
            PrivilegedMode == false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CODEBUILD.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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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PrivilegedMode: true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CT.CODEBUILD.PR.5] 모든AWS CodeBuild 프로젝트 아티팩트에 암호화 필요

이 컨트롤은AWS CodeBuild 프로젝트가 아티팩트를 암호화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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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odeBuild::Projec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ODEBUILD.PR.5규칙 사양 (p. 37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5규칙 사양 (p. 37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5예제 템플릿 (p. 380)

설명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권장되는 모범 사례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관리 계층을 추가합니다. 
CodeBuild 아티팩트가 손상된 경우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기본 또는 보조 아티팩트를 출력으로 반환하도록 구성된AWS CodeBuild 프로젝트에
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rtifacts속성과 임의EncryptionDisabled 속성을SecondaryArtifacts 로false 설정하거나 해
당EncryptionDisabled 속성을 생략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1

AWS CodeBuild프로젝트는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 아티팩트 암호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기
본 아티팩트를 출력으로 반환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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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facts": { 
                "Type": "S3", 
                "Location": { 
                    "Ref": "S3Bucket" 
                } 
            } 
        }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Artifacts: 
      Type: S3 
      Location: !Ref 'S3Bucket'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2

AWS CodeBuildEncryptionDisabled속성을 통해 아티팩트 암호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기본 및 보조 아
티팩트를 출력으로 반환하도록 구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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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secondary-artifacts:\n    secondaryArtifact:\n      files:\n        - 'directory/file1'\n" 
            }, 
            "Artifacts": { 
                "Type": "S3", 
                "EncryptionDisabled": false, 
                "Location": { 
                    "Ref": "S3Bucket" 
                } 
            }, 
            "SecondaryArtifacts": [ 
                { 
                    "Type": "S3", 
                    "EncryptionDisabled": false, 
                    "ArtifactIdentifier": "secondaryArtifact", 
                    "Location": { 
                        "Ref": "S3Bucket" 
                    } 
                } 
            ] 
        }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secondary-artifacts: 
            secondaryArtifact: 
              files: 
                - 'directory/file1' 
    Artifacts: 
      Type: S3 
      EncryptionDisabl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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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Ref 'S3Bucket' 
    SecondaryArtifacts: 
      - Type: S3 
        EncryptionDisabled: false 
        ArtifactIdentifier: secondaryArtifact 
        Location: !Ref 'S3Bucket' 

                 

CT.CODEBUILD.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odebuild_project_artifact_encryption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CodeBuild projects are configured to encrypt artifacts.
#  
# Reports on:
#   AWS::CodeBuild::Projec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odeBuild projec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Artifacts'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is of 'Type' 'NO_ARTIFACTS'
#       And: 'SecondaryArtifacts' configuration is not provided or provided with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Artifacts'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is of 'Type' 'NO_ARTIFACTS'
#       And: 'SecondaryArtifacts' configuration is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All 'SecondaryArtifacts' entries have 'Type' set to 'NO_ARTIFACTS'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Artifacts'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is not of 'Type' 'NO_ARTIFACTS'
#       And: 'EncryptionDisabled' within 'Artifacts'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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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econdaryArtifacts' configuration is provided
#       And: There exists one or more items in 'SecondaryArtifacts' which have 
 'EncryptionDisabled'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Artifacts.EncryptionDisabled' is not provided, or is set to bool(false)
#       And: There exists no item in 'SecondaryArtifacts' which has 'EncryptionDisable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ODEBUILD_PROJECT_TYPE = "AWS::CodeBuild::Projec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odebuild_project = Resources.*[ Type == %CODEBUILD_PROJEC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odebuild_project_artifact_encryption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 not empty { 
    check(%codebuild_project.Properties) 
        << 
        [CT.CODEBUILD.PR.5]: Require encryption on all AWS CodeBuild project artifacts 
            [FIX]: Set the 'EncryptionDisabled' property in 'Artifacts' and any 
 'SecondaryArtifacts' to 'false', or omit the 'EncryptionDisabled' property. 
        >>
}

rule codebuild_project_artifact_encryption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_TYPE) { 
    check(%INPUT_DOCUMENT.%CODEBUILD_PROJECT_TYPE.resourceProperties) 
        << 
        [CT.CODEBUILD.PR.5]: Require encryption on all AWS CodeBuild project artifacts 
            [FIX]: Set the 'EncryptionDisabled' property in 'Artifacts' and any 
 'SecondaryArtifacts' to 'false', or omit the 'EncryptionDisabled'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filter_codebuild_projects(this) 
    ] { 
        Artifacts { 
            # Scenario 4 and 6 
            check_artifact(this) 
        } 
        # Scenario 5 
        SecondaryArtifacts not exists or 
        check_secondary_artifacts(this) 
    }
}

rule check_secondary_artifacts(codebuild_project) { 

378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codebuild_project { 
        SecondaryArtifacts is_list 
        SecondaryArtifacts[*] { 
            # Scenario 5 and 6 
            check_artifact(this) 
        } 
    }
}

rule check_artifact(artifact) { 
    %artifact { 
        EncryptionDisabled not exists or 
        EncryptionDisabled == false 
    }
}

rule filter_codebuild_projects(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2 and 3 
        Artifacts exists 
        Artifacts is_struct 
        Artifacts { 
            filter_artifact(this) 
        } or 
        filter_secondary_artifacts(this) 
    }
}

rule filter_secondary_artifacts(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2 
        SecondaryArtifacts exists 
        SecondaryArtifacts is_list 
        SecondaryArtifacts not empty 
        SecondaryArtifacts[*] { 
            # Scenario 3 
            filter_artifact(this) 
        } 
    }
}

rule filter_artifact(artifact) { 
    %artifact { 
       Type exists 
       Type != "NO_ARTIFACT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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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ODEBUILD.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CodeBuildProject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 s3:GetBucketAcl 
            - s3:GetBucketLocation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 Arn 
                - "/*"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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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Artifacts: 
        Type: S3 
        Location: 
          Ref: S3Bucke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CodeBuildProject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 s3:GetBucketAcl 
            - s3:GetBucketLocation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 Arn 
                - "/*"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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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Artifacts: 
        Type: S3 
        EncryptionDisabled: true 
        Location: 
          Ref: S3Bucket 

     

[CT.CODEBUILD.PR.6]AWS CodeBuild 프로젝트의 모든 Amazon S3 로그에 암호
화가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3 로그로 구성된AWS CodeBuild 프로젝트에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CodeBuild::Projec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CODEBUILD.PR.6규칙 사양 (p. 38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6규칙 사양 (p. 38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CODEBUILD.PR.6예제 템플릿 (p. 388)

설명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권장되는 모범 사례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관리 계층을 추가합니다. 
CodeBuild 아티팩트가 손상된 경우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로부터 데이터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S3로의 로그 전송이 활성화된AWS CodeBuild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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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EncryptionDisabled속성을EncryptionDisabledS3Logsfalse 로 설정하거나 지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1

AWS CodeBuildAmazon S3 로깅 대상으로 전송된 로그를AWS CloudFormation 기본값으로 암호화하도록 
구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 
            "LogsConfig": { 
                "S3Logs": { 
                    "Status": "ENABLED", 
                    "Location": { 
                        "Ref": "S3Bucket" 
                    } 
                } 
            } 
        } 
    }
}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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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LogsConfig: 
      S3Logs: 
        Status: ENABLED 
        Location: !Ref 'S3Bucket'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CodeBuild프로젝트 - 예제 2

AWS CodeBuildEncryptionDisabled속성을 통해 Amazon S3 로깅 대상으로 전송된 로그를 암호화하도
록 구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odeBuildProject": {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 
            "Artifacts": { 
                "Type": "NO_ARTIFACTS" 
            }, 
            "Environment": {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 
            "ServiceRole": {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Arn" 
                ] 
            }, 
            "Source": { 
                "Type": "NO_SOURCE", 
                "BuildSpec": "version: 0.2\nphases:\n  install:\n    commands:\n      - npm 
 install\n  build:\n    commands:\n      - npm test\nartifacts:\n  files:\n    - '**/*'\n" 
            }, 
            "LogsConfig": { 
                "S3Logs": { 
                    "Status": "ENABLED", 
                    "Location": { 
                        "Ref": "S3Bucket" 
                    }, 
                    "EncryptionDisabled": fals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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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예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GetAtt 'CodeBuildServiceRole.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LogsConfig: 
      S3Logs: 
        Status: ENABLED 
        Location: !Ref 'S3Bucket' 
        EncryptionDisabled: false 

                 

CT.CODEBUILD.PR.6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codebuild_project_s3_logs_encryp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CodeBuild projects configured with Amazon S3 logs have 
 encryption enabled.
#  
# Reports on:
#   AWS::CodeBuild::Projec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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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CodeBuild projec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3Logs' in 'LogsConfig' configuration is not provided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3Logs' in 'LogsConfig'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its 'Status' is set to 
 'DISABLED'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3Logs' in 'LogsConfig'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its 'Status' is set to 
 'ENABLED'
#       And: 'EncryptionDisabled' within 'S3Logs'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3Logs' in 'LogsConfig'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its 'Status' is set to 
 'ENABLED'
#       And: 'EncryptionDisabled' within 'S3Logs' is not provided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CodeBuild project resource
#       And: 'S3Logs' in 'LogsConfig' configuration is provided and its 'Status' is set to 
 'ENABLED'
#       And: 'EncryptionDisabled' within 'S3Logs' is provided and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CODEBUILD_PROJECT_TYPE = "AWS::CodeBuild::Projec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odebuild_project = Resources.*[ Type == %CODEBUILD_PROJEC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codebuild_project_s3_logs_encryp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 not empty { 
    check(%codebuild_project.Properties) 
        << 
        [CT.CODEBUILD.PR.6]: Require encryption on all Amazon S3 logs for AWS CodeBuild 
 projects 
            [FIX]: Set 'EncryptionDisabled' in 'S3Logs' to 'false', or do not specify the 
 'EncryptionDisabled' proper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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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codebuild_project_s3_logs_encryp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CODEBUILD_PROJECT_TYPE) { 
    check(%INPUT_DOCUMENT.%CODEBUILD_PROJECT_TYPE.resourceProperties) 
        << 
        [CT.CODEBUILD.PR.6]: Require encryption on all Amazon S3 logs for AWS CodeBuild 
 projects 
            [FIX]: Set 'EncryptionDisabled' in 'S3Logs' to 'false', or do not specify the 
 'EncryptionDisabled'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 Scenario 2 and 3 
        filter_codebuild_projects(this) 
    ] { 
        LogsConfig { 
            S3Logs { 
                # Scenario 5 
                EncryptionDisabled not exists or 
                # Scenario 4 and 6 
                EncryptionDisabled == false 
            } 
        } 
    }
}

rule filter_codebuild_projects(codebuild_project) { 
    %codebuild_project { 
        LogsConfig exists 
        LogsConfig is_struct 
        LogsConfig { 
            # Scenario 2 and 3 
            S3Logs exists 
            S3Logs is_struct 
            S3Logs { 
                Status exists 
                # Scenario 3 and 4 
                Status == "ENABLED"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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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ODEBUILD.PR.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CodeBuildProject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 s3:GetBucketAcl 
            - s3:GetBucketLocation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 Arn 
                  - "/*"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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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LogsConfig: 
        S3Logs: 
          Status: ENABLED 
          Location: 
            Ref: S3Bucke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CodeBuild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odebuild.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CodeBuildProject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 s3:GetBucketAcl 
            - s3:GetBucketLocation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 Arn 
                  - "/*"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CodeBuildProject: 
    Type: AWS::CodeBuild::Project 
    Properties: 

389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Artifacts: 
        Type: NO_ARTIFACTS 
      Environment: 
        ComputeType: BUILD_GENERAL1_SMALL 
        Image: aws/codebuild/standard:4.0 
        Type: LINUX_CONTAINER 
      ServiceRole: 
        Fn::GetAtt: 
        - CodeBuildServiceRole 
        - Arn 
      Source: 
        Type: NO_SOURCE 
        BuildSpec: | 
          version: 0.2 
          phases: 
            install: 
              commands: 
                - npm install 
            build: 
              commands: 
                - npm test 
          artifacts: 
            files: 
              - '**/*' 
      LogsConfig: 
        S3Logs: 
          Status: ENABLED 
          Location: 
            Ref: S3Bucket 
          EncryptionDisabled: true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AWS DMS) 컨트롤
주제

• [CT.DMS.PR.1] 퍼블릭AWS DMS 복제 인스턴스가 퍼블릭이 아니어야 함 (p. 390)

[CT.DMS.PR.1] 퍼블릭AWS DMS 복제 인스턴스가 퍼블릭이 아니어야 함

이 컨트롤은AWS DMS 복제 인스턴스가 퍼블릭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DMS::Replication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DMS.PR.1규칙 사양 (p. 39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DMS.PR.1
규칙 사양 (p. 39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DMS.PR.1예
제 템플릿 (p. 393)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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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복제 인스턴스에는 복제 네트워크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없는 프라이빗 IP 주소가 있습니다. 원본 
및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복제 인스턴스의 VPC 연결된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 프라이빗 인스턴
스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는 VPN, AWS Direct Connect 또는 VPC 피어링을 사용하여 VPC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ubliclyAccessible를 fals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DMS복제 인스턴스 - 예제

AWS DMS공개 액세스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복제 인스턴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MSReplicationInstance": { 
        "Type": "AWS::DMS::ReplicationInstance", 
        "Properties": { 
            "ReplicationInstanceClass": "dms.t3.micro", 
            "PubliclyAccessible": false 
        } 
    }
} 
                 

YAML 예

DMSReplicationInstance: 
  Type: AWS::DMS::ReplicationInstance 
  Properties: 
    ReplicationInstanceClass: dms.t3.micro 
    PubliclyAccessible: false 

                 

CT.DMS.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Rule Identifier:
#   dms_replication_instance_not_public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is public.
#  
# Reports on:
#   AWS::DMS::Replication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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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is not present on the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is present on the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            and is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is present on the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            and is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DMS_REPLICATION_INSTANCE_TYPE = "AWS::DMS::Replication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ms_replication_instances = Resources.*[ Type == %DMS_REPLICATION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dms_replication_instance_not_public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dms_replication_instances not empty { 
    check(%dms_replication_instances.Properties) 
        << 
        [CT.DMS.PR.1]: Require that a public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is not public 
        [FIX]: Set 'PubliclyAccessible' to 'false'. 
        >>
}

rule dms_replication_instance_not_public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DMS_REPLICATION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DMS_REPLICATION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DMS.PR.1]: Require that a public AWS DMS replication instance is not public 
        [FIX]: Set 'PubliclyAccessible' to 'fals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dms_replication_instances) { 
    %dms_replication_instances { 
        # Scenario 2 
        PubliclyAccessible exists 
        # Scenario 3 and 4 
        PubliclyAccessible ==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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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DMS.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MSReplicationInstance: 
    Type: AWS::DMS::ReplicationInstance 
    Properties: 
      ReplicationInstanceClass: dms.t3.micro 
      PubliclyAccessible: fals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MSReplicationInstance: 
    Type: AWS::DMS::ReplicationInstance 
    Properties: 
      ReplicationInstanceClass: dms.t3.micro 
      PubliclyAccessible: true 

     

Amazon DynamoDB 제어 항목
주제

• [CT.DYNAMODB.PR.1]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point-in-time 복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
니다. (p. 393)

[CT.DYNAMODB.PR.1]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point-in-time 복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point-in-time 복구 (PITR) 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복원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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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DynamoDB::Tabl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DYNAMODB.PR.1규칙 사양 (p. 39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DYNAMODB.PR.1규칙 사양 (p. 39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DYNAMODB.PR.1예제 템플릿 (p. 397)

설명

백업을 통해 보안 사고로부터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합니다. Amazon 
DynamoDB point-in-time 복구 (PITR) 는 DynamoDB 테이블의 백업을 자동화하여 실수로 인한 삭제 또는 쓰
기 작업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PITR이 활성화된 DynamoDB 테이블을 최근 35일 
내의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구성을 제공하고PointInTimeRecoveryEnabled 로 설정합
니다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DynamoDB 테이블 - 예제

point-in-time 복구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Amazon DynamoDB 테이블.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
니다.

JSON 예

{ 
    "DynamoDBTable": {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 
            "AttributeDefinitions": [ 
                { 
                    "AttributeName": "PK", 
                    "AttributeType": "S" 
                } 
            ], 
            "BillingMode": "PAY_PER_REQUEST", 
            "KeySchema": [ 
                { 
                    "AttributeName": "PK", 
                    "KeyType": "HASH" 
                } 
            ],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 
                "PointInTimeRecoveryEnabled": true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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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PK 
        AttributeType: S 
    BillingMode: PAY_PER_REQUEST 
    KeySchema: 
      - AttributeName: PK 
        KeyType: HASH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ointInTimeRecoveryEnabled: true 

                 

CT.DYNAMODB.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Rule Identifier:
#   dynamodb_table_pitr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point-in-time recovery (PITR) is enabled for an Amazon 
 DynamoDB table.
#  
# Reports on:
#   AWS::DynamoDB::Tabl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a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DynamoDB tabl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s a DynamoDB table resource
#        And: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is not present on the DynamoDB table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s a DynamoDB table resource
#        And: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is present on the DynamoDB table resource
#        And: 'PointInTimeRecoveryEnabled' in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is missing 
 or is a value
#              other than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s a DynamoDB tabl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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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is present on the DynamoDB table resource
#        And: 'PointInTimeRecoveryEnabled' in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is present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DYNAMODB_TABLE_TYPE = "AWS::DynamoDB::Tabl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ynamodb_tables = Resources.*[ Type == %DYNAMODB_TABL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dynamodb_table_pitr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dynamodb_tables not empty { 
    check(%dynamodb_tables.Properties) 
        << 
        [CT.DYNAMODB.PR.1]: Require that point-in-time recovery for an Amazon DynamoDB 
 table is activated 
            [FIX]: Provide a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configuration and set 
 'PointInTimeRecoveryEnabled' to 'true'. 
        >>
}

rule dynamodb_table_pitr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DYNAMODB_TABLE_TYPE) { 
    check(%INPUT_DOCUMENT.%DYNAMODB_TABLE_TYPE.resourceProperties) 
        << 
        [CT.DYNAMODB.PR.1]: Require that point-in-time recovery for an Amazon DynamoDB 
 table is activated 
            [FIX]: Provide a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configuration and set 
 'PointInTimeRecoveryEnabled' to 'true'. 
        >>
}

rule check(dynamodb_table) { 
    %dynamodb_table { 
        # Scenario 2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exists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is_struct 

        # Scenario 3 and 4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 
            PointInTimeRecoveryEnabled exists 
            PointInTimeRecoveryEnabled == true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DYNAMODB_TABLE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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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DYNAMODB_TABL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DYNAMODB.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ynamo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PK" 
          AttributeType: "S" 
      BillingMode: "PAY_PER_REQUEST" 
      KeySchema: 
        - AttributeName: "PK" 
          KeyType: "HASH"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ointInTimeRecovery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ynamoDBTable: 
    Type: AWS::DynamoDB::Table 
    Properties: 
      AttributeDefinitions: 
        - AttributeName: "PK" 
          AttributeType: "S" 
      BillingMode: "PAY_PER_REQUEST" 
      KeySchema: 
        - AttributeName: "PK" 
          KeyType: "HASH" 
      PointInTimeRecoverySpecification: 
        PointInTimeRecoveryEnabled: false 

     

DynamoDB 액셀러레이터 제어
주제

• [CT.DAX.PR.1] 모든 Amazon DynamoDB Accelerator (DAX) 클러스터에 대한 저장 데이터 암호화 필
요 (p. 397)

[CT.DAX.PR.1] 모든 Amazon DynamoDB Accelerator (DAX) 클러스터에 대한 저장 
데이터 암호화 필요

이 컨트롤은 Amazon DynamoDB Accelerator (DAX) 클러스터가 저장 시 암호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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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홈 지역인 캐나다 (중부) 지역, 유럽 (스톡홀름) 지역 및 아시아 태평양 (서울) 지역에서
는AWS::DAX::Cluster 리소스 유형을 사용할 수CT.DAX.PR.1 없으므로 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홈 리전이 이 세 리전에 속하지 않는 경우 landing zone 존의 AWS Control Tower가 이 세 
리전을 관리하는 경우 다른 홈 리전에서 이 세 리전에 대한 제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홈 리전이 미국 서부 (오레곤) 리전인 경우 컨트롤을 캐나다 (중부) 리전에 배포할 수 있고, 캐나
다 (중부) 리전이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경우 컨트롤을 캐나다 (중부) 리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DAX::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DAX.PR.1규칙 사양 (p. 39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DAX.PR.1
규칙 사양 (p. 39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DAX.PR.1예
제 템플릿 (p. 401)

설명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위험이 줄
어듭니다AWS. 암호화는 또 다른 액세스 제어 세트를 추가하여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
는 것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API 권한으로 데이터를 해독해야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set이 로SSEEnabled 설정된SSESpecification 구성을 제공하십시오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DAX 클러스터 - 예제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여 구성된 Amazon DAX 클러스터.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AXCluster": { 
        "Type": "AWS::DAX::Cluster", 
        "Properties": { 
            "IAMRoleARN": { 
                "Fn::GetAtt": [ 
                    "DAXServiceRole", 
                    "Arn" 
                ] 
            }, 
            "NodeType": "dax.t3.small", 
            "ReplicationFactor": 1, 
            "SSESpecification": { 
                "SSEEnabl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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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예

DAXCluster: 
  Type: AWS::DAX::Cluster 
  Properties: 
    IAMRoleARN: !GetAtt 'DAXServiceRole.Arn' 
    NodeType: dax.t3.small 
    ReplicationFactor: 1 
    SSESpecification: 
      SSEEnabled: true 

                 

CT.DAX.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dax_cluster_encryp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DynamoDB Accelerator (DAX) clusters are encrypted at 
 rest.
#  
# Reports on:
#   AWS::DAX::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DAX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t least one DAX Cluster resource
#       And: 'SSESpecification'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t least one DAX Cluster resource
#       And: 'SSESpecification' has been provided and 'SSESpecification.SSEEnabled' is 
 missing or has been set to a
#            value other than bool(true)
#      Then: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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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t least one DAX Cluster resource
#       And: 'SSESpecification' has been provided and 'SSESpecification.SSEEnabled' is 
 present and has been set to
#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DAX_CLUSTER_TYPE = "AWS::DAX::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ax_clusters = Resources.*[ Type == %DAX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dax_cluster_encryp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dax_clusters not empty { 
    check(%dax_clusters.Properties) 
        << 
        [CT.DAX.PR.1]: Require encryption at rest for all Amazon DynamoDB Accelerator (DAX) 
 clusters 
            [FIX]: Provide an 'SSESpecification' configuration with 'SSEEnabled' set to 
 'true'. 
        >>
}

rule dax_cluster_encryp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DAX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DAX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DAX.PR.1]: Require encryption at rest for all Amazon DynamoDB Accelerator (DAX) 
 clusters 
            [FIX]: Provide an 'SSESpecification' configuration with 'SSEEnabled' set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dax_cluster) { 
    %dax_cluster { 
        # Scenario 2 
        SSESpecification exists 
        SSESpecification is_struct 

        # Scenario 3 and 4 
        SSESpecification { 
            SSEEnabled exists 
            SSEEnabled == true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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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DAX.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AX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dax.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DynamoAccess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 dynamodb:PutItem 
            - dynamodb:GetItem 
            - dynamodb:UpdateItem 
            - dynamodb:DeleteItem 
            - dynamodb:Query 
            - dynamodb:Scan 
            - dynamodb:BatchGetItem 
            - dynamodb:BatchWriteItem 
            - dynamodb:ConditionCheckItem 
            Resource: 
              Fn::Sub: arn:${AWS::Partition}:dynamodb:${AWS::Region}:${AWS::AccountId}:* 
  DAXCluster: 
    Type: AWS::DAX::Cluster 
    Properties: 
      IAMRoleARN: 
        Fn::GetAtt: [DAXServiceRole, Arn] 
      NodeType: dax.t3.small 
      ReplicationFactor: 1 
      SSESpecification: 
        SSE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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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DAXServi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dax.amazonaws.com 
          Action: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DynamoAccess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dynamodb:DescribeTable 
            - dynamodb:PutItem 
            - dynamodb:GetItem 
            - dynamodb:UpdateItem 
            - dynamodb:DeleteItem 
            - dynamodb:Query 
            - dynamodb:Scan 
            - dynamodb:BatchGetItem 
            - dynamodb:BatchWriteItem 
            - dynamodb:ConditionCheckItem 
            Resource: 
              Fn::Sub: arn:${AWS::Partition}:dynamodb:${AWS::Region}:${AWS::AccountId}:* 
  DAXCluster: 
    Type: AWS::DAX::Cluster 
    Properties: 
      IAMRoleARN: 
        Fn::GetAtt: [DAXServiceRole, Arn] 
      NodeType: dax.t3.small 
      ReplicationFactor: 1 
      SSESpecification: 
        SSEEnabled: false 

     

AWS Elastic Beanstalk통제 수단
주제

• [CT.ELASTICBEANSTALK.PR.1]AWS Elastic Beanstalk 환경에 향상된 상태 보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
어야 합니다. (p. 402)

• [CT.ELASTICBEANSTALK.PR.2] 관리형 플랫폼 업데이트가 구성된AWS Elastic Beanstalk 환경 필
요 (p. 412)

[CT.ELASTICBEANSTALK.PR.1]AWS Elastic Beanstalk 환경에 향상된 상태 보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Elastic Beanstalk 환경 및 구성 템플릿이enhanced 상태 보고를 위해 구성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복원력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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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

형: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BEANSTALK.PR.1규칙 사양 (p. 40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BEANSTALK.PR.1규칙 사양 (p. 40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BEANSTALK.PR.1예제 템플릿 (p. 410)

설명

Elastic Beanstalk의 향상된 상태 보고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 인프라의 상태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응용 프로그램의 가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lastic Beanstalk의 향상된 상태 보고는 식별된 문제의 심각도를 측정하고 조사할 수 있는 가능한 원인을 식
별하는 상태 설명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Amazon 머신 이미지 (AMI) 에 포함된 Elastic Beanstalk 상태 에이
전트는 환경 EC2 인스턴스의 로그와 지표를 평가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WS Elastic Beanstalk환경의 경우 set to,Namespace set 
to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OptionName set를 로SystemTypeenhanced
구성하십시오.OptionSettingValue AWS Elastic Beanstalk구성 템플릿의 경우 set to,Namespace set 
to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OptionName set를 로SystemTypeenhanced
구성하십시오.OptionSettingValue 기본값인 을 적용하려면 이 설정을enhanced 생략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Elastic Beanstalk환경 - 예제

AWS Elastic Beanstalk향상된 상태 보고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환경.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lasticBeanstalkEnvironment": {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App" 
            },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ystemType", 
                    "Value": "enhanced" 
                },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 
                        "Ref": "InstanceProf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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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YAML 예

ElasticBeanstalkEnvironment: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ystemType 
        Value: enhanced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Elastic Beanstalk구성 템플릿 - 예제 1

AWS Elastic Beanstalk향상된 상태 보고 기능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구성 템플릿으로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App" 
            },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 
                        "Ref": "InstanceProfile" 
                    } 
                }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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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Elastic Beanstalk구성 템플릿 - 예제 2

AWS Elastic BeanstalkOptionSettings속성 항목을 통해 활성화된 향상된 상태 보고 기능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구성 템플릿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App" 
            },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ystemType", 
                    "Value": "enhanced" 
                } 
            ] 
        } 
    }
} 
                 

YAML 예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ystemType 
        Value: enhanced 

                 

CT.ELASTICBEANSTALK.PR.1규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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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and configuration 
 templates are configured for 'enhanced' health reporting.
#  
# Reports on: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s or
#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not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or i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as a non-empty list
#       And: No entry in the 'OptionSettings' list has both a 'Namespace' property with a 
 value of
#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            and an 'OptionName' property with value of 'SystemTyp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 or an 
 Elastic Beanstalk
#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as a non-empty list
#       And: An entry in the 'OptionSettings' list has a 'Namespace' property with a value 
 of
#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       And: That same entry has an 'OptionName' property with a value of 'SystemType'
#       And: That same entry has a 'Value' property with a value of anything other than 
 'enhanced', or the 'Value'
#            property is not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not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or is an empty list
#      Then: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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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as a non-empty list
#       And: No entry in the 'OptionSettings' list has both a 'Namespace' property with a 
 value of
#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            and an 'OptionName' property with value of 'SystemType'
#      Then: PASS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 or an 
 Elastic Beanstalk
#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as a non-empty list
#       And: Every entry in the 'OptionSettings' list that has both a 'Namespace' property 
 with a value of
#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            and an 'OptionName' property with a value of 'SystemType' also has a 'Value' 
 property with a value of
#            'enhanced'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_TYPE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le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_TYPE =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let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NAMESPACE =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let ELASTIC_BEANSTALK_SYSTEM_TYPE_OPTION_NAME = "SystemType"
let ELASTIC_BEANSTALK_ENHANCED_VALUE = "enhanced"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 = Resources.*[ Type ==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_TYPE ]
le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Resources.*[ Type ==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 not empty { 
    check_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Properties) 
        << 
        [CT.ELASTICBEANSTALK.PR.1]: Require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to have 
 enhanced health reporting enabled 
        [FIX]: Fo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configure an 'OptionSetting' 
 with 'Namespace' set to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et to 'SystemType', and 'Value' set to 'enhanced'. For AWS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s, configure an 'OptionSetting' with 'Namespace' set to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et to 'SystemType', and 
 'Value' set to 'enhanced'. Omit this setting to adopt the default value of 'enhanc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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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not empty { 
    
 check_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Properties) 
        << 
        [CT.ELASTICBEANSTALK.PR.1]: Require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to have 
 enhanced health reporting enabled 
        [FIX]: Fo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configure an 'OptionSetting' 
 with 'Namespace' set to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et to 'SystemType', and 'Value' set to 'enhanced'. For AWS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s, configure an 'OptionSetting' with 'Namespace' set to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et to 'SystemType', and 
 'Value' set to 'enhanced'. Omit this setting to adopt the default value of 'enhanced'. 
        >>
}

rule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_TYPE) { 
    check_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BEANSTALK.PR.1]: Require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to have 
 enhanced health reporting enabled 
        [FIX]: Fo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configure an 'OptionSetting' 
 with 'Namespace' set to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et to 'SystemType', and 'Value' set to 'enhanced'. For AWS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s, configure an 'OptionSetting' with 'Namespace' set to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et to 'SystemType', and 
 'Value' set to 'enhanced'. Omit this setting to adopt the default value of 'enhanced'. 
        >>
}

rule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_TYPE) { 
    check_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BEANSTALK.PR.1]: Require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to have 
 enhanced health reporting enabled 
        [FIX]: Fo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configure an 'OptionSetting' 
 with 'Namespace' set to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et to 'SystemType', and 'Value' set to 'enhanced'. For AWS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s, configure an 'OptionSetting' with 'Namespace' set to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et to 'SystemType', and 
 'Value' set to 'enhanced'. Omit this setting to adopt the default value of 'enhanced'.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 {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 { 
        # Scenario 2 
        check_option_settings_exists_or_is_non_empty_list(this) 

        # Scenario 3, 4, 7 
        check_option_settings_enhanced(OptionSettings[*]) 
    }
}

rule 
 check_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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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 Scenario 7 
        check_option_settings_with_enhanced_health_reporting(this) or 
        # Scenario 6 
        check_option_settings_without_health_reporting(this) or 
        # Scenario 5 
        check_option_settings_not_exists_or_is_empty_list(this) 
    }
}

rule 
 check_option_settings_with_enhanced_health_reporting(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filter_option_settings_with_health_reporting(this) 
    ] { 
        check_option_settings_enhanced(OptionSettings[*]) 
    }
}

rule 
 filter_option_settings_with_health_reporting(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some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check_option_settings_exists_or_is_non_empty_list(this) 

        some OptionSettings[*] { 
            Namespace exists 
            OptionName exists 

            Namespace ==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NAMESPACE 
            OptionName == %ELASTIC_BEANSTALK_SYSTEM_TYPE_OPTION_NAME 
        } 
    }
}

rule check_option_settings_enhanced(option_settings) { 
    # Scenario 3, 4 
    some %option_settings[*] { 
        Namespace exists 
        OptionName exists 
        Value exists 

        Namespace ==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NAMESPACE 
        OptionName == %ELASTIC_BEANSTALK_SYSTEM_TYPE_OPTION_NAME 
        Value == %ELASTIC_BEANSTALK_ENHANCED_VALUE 
    } 

    # Scenario 7 
    let option_setting_duplicates = OptionSettings [ 
        Namespace exists 
        OptionName exists 
        Value exists 

        Namespace ==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NAMESPACE 
        OptionName == %ELASTIC_BEANSTALK_SYSTEM_TYPE_OPTION_NAME 
        Value != %ELASTIC_BEANSTALK_ENHANCED_VALUE 
    ] 
    %option_setting_duplicates empty
}

rule 
 check_option_settings_without_health_reporting(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some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check_option_settings_exists_or_is_non_empty_list(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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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option_settings_with_health_reporting = OptionSettings [ 
            Namespace exists 
            OptionName exists 

            Namespace == %ELASTIC_BEANSTALK_ENHANCED_HEALTH_REPORTING_NAMESPACE 
            OptionName == %ELASTIC_BEANSTALK_SYSTEM_TYPE_OPTION_NAME 
        ] 
        %option_settings_with_health_reporting empty 
    }
}

rule check_option_settings_exists_or_is_non_empty_list(elastic_beanstalk_resource) { 
    %elastic_beanstalk_resource { 
        OptionSettings exists 
        OptionSettings is_list 
        OptionSettings not empty 
    }
}

rule check_option_settings_not_exists_or_is_empty_list(configuration_template) { 
    %configuration_template { 
        OptionSettings not exists or 
        check_is_empty_list(OptionSettings) 
    }
}

rule check_is_empty_list(option_settings) { 
    %option_settings { 
        this is_list 
        this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BEANSTALK.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nstan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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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lasticbeanstalk.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InstanceRole 
  App: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nstan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InstanceRole 
  App: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ElasticBeanstalkEnvironment: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ApplicationName: 
        Ref: App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healthreporting:system 
        OptionName: SystemType 
        Value: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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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LASTICBEANSTALK.PR.2] 관리형 플랫폼 업데이트가 구성된AWS Elastic 
Beanstalk 환경 필요

이 컨트롤은AWS Elastic Beanstalk 환경 및 구성 템플릿의 관리형 플랫폼 업데이트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

형: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BEANSTALK.PR.2규칙 사양 (p. 41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BEANSTALK.PR.2규칙 사양 (p. 41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BEANSTALK.PR.2예제 템플릿 (p. 420)

설명

관리형 플랫폼 업데이트는 환경에 대한 최신 플랫폼 수정 사항, 업데이트 및 기능이 설치되도록 합니다. 패치 
설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시스템 보안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용 고려 사항

• AWS Elastic Beanstalk환경 및 구성 템플릿에서 관리 작업을 설정할 때는UpdateLevel 옵션 설
정도 제공해야PreferredStartTime 합니다.

• 환경 수준 설정이 구성 템플릿에 정의된 설정보다 우선하므로 이 컨트롤을 사용하면AWS Elastic 
Beanstalk 환경에서만 관리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컨트롤을 사용하면AWS Elastic Beanstalk 구성 템플릿에서 관리되는 작업을 비활성화할 수 없
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WS Elastic Beanstalk환경의 경우Namespace 값을OptionSetting 로, 로 설
정하고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로OptionName 설정하여 
를ManagedActionsEnabledtrue 생성하십시오.Value Elastic Beanstalk 구성 템
플릿의 경우Namespace 값을OptionSetting 로OptionName 설정하고 설정하
여ManagedActionsEnabled 생성하거나 이 설정을 생략하여 기본값인 을true 적용하십시
오.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Value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Elastic Beanstalk환경 - 예제

AWS Elastic Beanstalk관리형 플랫폼 업데이트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환경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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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ElasticBeanstalkEnvironment": {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ApplicationName": { 
                "Ref": "App" 
            }, 
            "OptionSettings": [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 
                        "Ref": "InstanceProfile" 
                    }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ManagedActionsEnabled", 
                    "Value": true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PreferredStartTime", 
                    "Value": "Tue:09:00"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rviceRoleForManagedUpdates", 
                    "Value": "AWSServiceRoleForElasticBeanstalkManagedUpdates"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platformupdate", 
                    "OptionName": "UpdateLevel", 
                    "Value": "patch" 
                } 
            ] 
        } 
    }
} 
                 

YAML 예

ElasticBeanstalkEnvironment: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ApplicationName: !Ref 'App'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ManagedActionsEnabled 
        Value: true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PreferredStartTime 
        Value: Tue:09:00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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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ionName: ServiceRoleForManagedUpdates 
        Value: AWSServiceRoleForElasticBeanstalkManagedUpdates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platformupdate 
        OptionName: UpdateLevel 
        Value: patch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Elastic Beanstalk구성 템플릿 - 예제 1

AWS Elastic Beanstalk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 관리형 플랫폼 업데이트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
성된 구성 템플릿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App" 
            },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 
                        "Ref": "InstanceProfile" 
                    } 
                } 
            ] 
        } 
    }
} 
                 

YAML 예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Elastic Beanstalk구성 템플릿 - 예제 2

AWS Elastic BeanstalkOptionSettings속성 항목을 통해 관리형 플랫폼 업데이트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
성된 구성 템플릿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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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 
            "ApplicationName": { 
                "Ref": "App" 
            },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ManagedActionsEnabled", 
                    "Value": true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PreferredStartTime", 
                    "Value": "Tue:09:00" 
                },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platformupdate", 
                    "OptionName": "UpdateLevel", 
                    "Value": "minor" 
                } 
            ] 
        } 
    }
} 
                 

YAML 예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ManagedActionsEnabled 
        Value: true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PreferredStartTime 
        Value: Tue:09:00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platformupdate 
        OptionName: UpdateLevel 
        Value: minor 

                 

CT.ELASTICBEANSTALK.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astic_beanstalk_managed_updates_enabled_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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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managed platform updates i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and configuration templates are activated.
#  
# Reports on: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s 
 or ElasticBeanstalk
#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not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or i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as a non-empty list
#       And: No entry in the 'OptionSettings' list has both a 'Namespace' property with a 
 value of
#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and an 'OptionName' property with a 
 value of 'ManagedActionsEnabl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 or an 
 ElasticBeanstalk
#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as a non-empty list
#       And: An entry in the 'OptionSettings' list has a 'Namespace' property with a value 
 of
#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       And: That same entry has an 'OptionName' property with a value of 
 'ManagedActionsEnabled'
#       And: That same entry has a 'Value' property with a value of anything other than 
 bool(true), or the 'Value'
#            property is not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not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or is an empty list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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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OptionSettings' is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as a non-empty list
#       And: No entry in the 'OptionSettings' list has both a 'Namespace' property with a 
 value of
#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and an 'OptionName' property with a 
 value of 'ManagedActionsEnabled'
#      Then: PASS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Beanstalk environment resource or an 
 ElasticBeanstalk
#            configuration template resource
#       And: 'OptionSettings' is present in the resource properties as a non-empty list
#       And: Every entry in the 'OptionSettings' list that has both a 'Namespace' property 
 with a value of
#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and an 'OptionName' property with a 
 value of 'ManagedActionsEnabled'
#            also has a 'Value' property with a value of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_TYPE =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le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_TYPE =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let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NAMESPACE =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let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OPTION_NAME = "ManagedActionsEnabled"
let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ENABLED_VALUE = ["true", tru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 = Resources.*[ Type ==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_TYPE ]
le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Resources.*[ Type ==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astic_beanstalk_managed_update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 
 not empty { 
    check_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Properties) 
        << 
        [CT.ELASTICBEANSTALK.PR.2]: Require a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to have 
 managed platform updates configured 
            [FIX]: Fo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create an 'OptionSetting' 
 with a 'Namespace' value set to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t to 'ManagedActionsEnabled', and 'Value' set to 'true'. For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s, create an 'OptionSetting' with a 'Namespace' value set to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t to 'ManagedActionsEnabled', and 
 'Value' set to 'true', or omit this setting to adopt the default value of 'true'. 
        >>
}

rule elastic_beanstalk_managed_update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not empty { 
    
 check_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Properties) 
        << 
        [CT.ELASTICBEANSTALK.PR.2]: Require a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to have 
 managed platform updates configured 

417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FIX]: Fo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create an 'OptionSetting' 
 with a 'Namespace' value set to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t to 'ManagedActionsEnabled', and 'Value' set to 'true'. For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s, create an 'OptionSetting' with a 'Namespace' value set to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t to 'ManagedActionsEnabled', and 
 'Value' set to 'true', or omit this setting to adopt the default value of 'true'. 
        >>
}

rule elastic_beanstalk_managed_update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_TYPE) { 
    check_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BEANSTALK.PR.2]: Require a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to have 
 managed platform updates configured 
            [FIX]: Fo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create an 'OptionSetting' 
 with a 'Namespace' value set to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t to 'ManagedActionsEnabled', and 'Value' set to 'true'. For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s, create an 'OptionSetting' with a 'Namespace' value set to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t to 'ManagedActionsEnabled', and 
 'Value' set to 'true', or omit this setting to adopt the default value of 'true'. 
        >>
}

rule elastic_beanstalk_managed_update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_TYPE) { 
    check_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INPUT_DOCUMENT.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BEANSTALK.PR.2]: Require an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 to have 
 managed platform updates configured 
            [FIX]: For AWS Elastic Beanstalk environments, create an 'OptionSetting' 
 with a 'Namespace' value set to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t to 'ManagedActionsEnabled', and 'Value' set to 'true'. For Elastic Beanstalk 
 configuration templates, create an 'OptionSetting' with a 'Namespace' value set to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set to 'ManagedActionsEnabled', and 
 'Value' set to 'true', or omit this setting to adopt the default value of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 { 
    %elastic_beanstalk_environments { 
        # Scenario 2 
        check_option_settings_exists_and_is_non_empty_list(this) 

        # Scenario 3, 4, 7 
        check_option_settings_managed_actions_enabled(OptionSettings[*]) 
    }
}

rule 
 check_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 Scenario 7 
        check_option_settings_with_managed_actions_enabled(this) or 
        # Scenario 6 
        check_option_settings_without_managed_actions(this) or 
        # Scenario 5 
        check_option_settings_not_exists_or_is_empty_list(th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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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check_option_settings_with_managed_actions_enabled(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filter_option_settings_with_managed_actions(this) 
    ] { 
        check_option_settings_managed_actions_enabled(OptionSettings[*]) 
    }
}

rule filter_option_settings_with_managed_actions(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some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check_option_settings_exists_and_is_non_empty_list(this) 

        some OptionSettings[*] { 
            Namespace exists 
            OptionName exists 

            Namespace ==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NAMESPACE 
            OptionName ==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OPTION_NAME 
        } 
    }
}

rule check_option_settings_managed_actions_enabled(option_settings) { 
    # Scenario 3, 4 
    some %option_settings[*] { 
        Namespace exists 
        OptionName exists 
        Value exists 

        Namespace ==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NAMESPACE 
        OptionName ==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OPTION_NAME 
        Value in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ENABLED_VALUE 
    } 

    # Scenario 7 
    let option_setting_duplicates = OptionSettings [ 
        Namespace exists 
        OptionName exists 
        Value exists 

        Namespace ==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NAMESPACE 
        OptionName ==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OPTION_NAME 
        Value not in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ENABLED_VALUE 
    ] 
    %option_setting_duplicates empty
}

rule 
 check_option_settings_without_managed_actions(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some %elastic_beanstalk_configuration_templates { 
        check_option_settings_exists_and_is_non_empty_list(this) 

        let option_settings_with_managed_actions = OptionSettings [ 
            Namespace exists 
            OptionName exists 

            Namespace ==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NAMESPACE 
            OptionName == %ELASTIC_BEANSTALK_MANAGED_ACTIONS_OPTION_NAME 
        ] 
        %option_settings_with_managed_actions emp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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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check_option_settings_exists_and_is_non_empty_list(elastic_beanstalk_resource) { 
    %elastic_beanstalk_resource { 
        OptionSettings exists 
        OptionSettings is_list 
        OptionSettings not empty 
    }
}

rule check_option_settings_not_exists_or_is_empty_list(configuration_template) { 
    %configuration_template { 
        OptionSettings not exists or 
        check_is_empty_list(OptionSettings) 
    }
}

rule check_is_empty_list(option_settings) { 
    %option_settings { 
        this is_list 
        this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BEANSTALK.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nstan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lasticbeanstalk.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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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InstanceRole 
  App: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Type: AWS::ElasticBeanstalk::ConfigurationTemplate 
    Properties: 
      ApplicationName: 
        Ref: App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nstance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2.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InstanceProfile: 
    Type: AWS::IAM::InstanceProfile 
    Properties: 
      Roles: 
      - Ref: InstanceRole 
  App: 
    Type: AWS::ElasticBeanstalk::Application 
  ElasticBeanstalkEnvironment: 
    Type: AWS::ElasticBeanstalk::Environment 
    Properties: 
      SolutionStackName: "64bit Amazon Linux 2 v3.4.0 running Python 3.8" 
      ApplicationName: 
        Ref: App 
      OptionSettings: 
      - Namespace: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OptionName: IamInstanceProfile 
        Value: 
          Ref: InstanceProfile 
      - Namespace: aws:elasticbeanstalk:managedactions 
        OptionName: ManagedActionsEnabled 
        Value: false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제어
주제

• [CT.EC2.PR.1] IMDSv2를 구성하려면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p. 422)
• [CT.EC2.PR.2]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서 토큰 홉 제한을 최대 1개로 제한해야 합니다. (p.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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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EC2.PR.3] Amazon EC2 보안 그룹이 인증된 포트에서만 수신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요구 (p. 432)
• [CT.EC2.PR.4] Amazon EC2 보안 그룹이 고위험 포트에 대한 수신 트래픽을 허용하지 않도록 요

구 (p. 438)
• [CT.EC2.PR.5] 0.0.0.0/0에서 포트 22 또는 포트 3389로의 수신을 방지하려면 모든 Amazon EC2 네트워

크 ACL이 필요합니다. (p. 444)
• [CT.EC2.PR.6] Amazon EC2 전송 게이트웨이가 자동 Amazon VPC 연결 요청을 거부하도록 요

구 (p. 450)
• [CT.EC2.PR.7]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볼륨이 저장 시 암호화되어야 합니

다. (p. 453)
• [CT.EC2.PR.8] 모든 Amazon EC2 인스턴스에 비공개 IP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p. 460)
• [CT.EC2.PR.9]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 퍼블릭 IP 주소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자동 할당하지 않

도록 요구 (p. 466)
• [CT.EC2.PR.10] Amazon CloudWatch 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이 필요

합니다. (p. 472)
• [CT.EC2.PR.11] Amazon EC2 서브넷이 퍼블릭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지 않도록 요구 (p. 475)
• [CT.EC2.PR.12]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ENI만 구성하도록 요구 (p. 480)

[CT.EC2.PR.1] IMDSv2를 구성하려면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2 (IMDSv2) 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규칙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LaunchTemplat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1규칙 사양 (p. 42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1
규칙 사양 (p. 42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1예
제 템플릿 (p. 426)

설명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는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IMDS는 자주 교체되는 임시 자격 증명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므로 수동 또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민감한 자격 증명을 인스턴스에 배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IMDS는 모든 EC2 인스턴스에 로컬로 연결됩니다. 이는 특수한 IP 주소 주소 IP 주소 주소 주소 IP 
주소 주소 주소 기반으로 합니다. 이 IP 주소는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IMDS 버전 2는 IMDS 접근에 사용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추가합니다:Open website 
application firewallsOpen reverse proxies,Server-side request forgery (SSRF) 
vulnerabilities 및'Open Layer 3 firewalls and network address translation (NAT).

AWS Control Tower 타워는 IMDsv2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를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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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LaunchTemplateData속성 내에서MetadataOptions 구성을 제공하고 값을HttpTokens 로 설정합니
다required.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시작 템플릿 - 예제

IMDsv2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Amazon EC2 시작 템플릿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2LaunchTemplate": {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 
            "LaunchTemplateData": {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 
                    "Ref": "LatestAmiId" 
                }, 
                "MetadataOptions": { 
                    "HttpTokens": "required" 
                } 
            } 
        } 
    }
} 
                 

YAML 예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Ref 'LatestAmiId' 
      MetadataOptions: 
        HttpTokens: required 

                 

CT.EC2.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2_launch_template_imdsv2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EC2 launch templates are configured with 
 Instance Metadata Service Version 2 (IMDSv2).
#  
# Repor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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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C2::LaunchTemplat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2 launch templat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 has not been provided or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HttpEndpoint' has
#             been provided and is equal to 'disabled'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 has been provided
#       And: 'MetadataOptions.HttpEndpoint' in 'LaunchTemplateData'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nd
#            is equal to 'enabled'
#       And: 'MetadataOptions.HttpTokens' in 'LaunchTemplateData'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 has been provided
#       And: 'MetadataOptions.HttpEndpoint' in 'LaunchTemplateData'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nd
#            is equal to 'enabled'
#       And: 'MetadataOptions.HttpTokens' in 'LaunchTemplateData'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a value other than 'required'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 has been provided
#       And: 'MetadataOptions.HttpEndpoint' in 'LaunchTemplateData'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nd
#            is equal to 'enabled'
#       And: 'MetadataOptions.HttpTokens' in 'LaunchTemplateData'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required'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LAUNCH_TEMPLATE_TYPE = "AWS::EC2::LaunchTemplat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launch_templates = Resources.*[ Type == %EC2_LAUNCH_TEMPLATE_TYPE ]

424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 Primary Rules
#
rule ec2_launch_template_imdsv2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launch_templates not empty { 
    check(%ec2_launch_templates.Properties) 
        << 
        [CT.EC2.PR.1]: Require an Amazon EC2 launch template to have IMDSv2 configured 
            [FIX]: Within the 'LaunchTemplateData' property, provide a 'MetadataOptions' 
 configuration and set the value of 'HttpTokens' to 'required'. 
        >>
}

rule ec2_launch_template_imdsv2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LAUNCH_TEMPLATE_TYPE) { 
    check(%INPUT_DOCUMENT.%EC2_LAUNCH_TEMPLAT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1]: Require an Amazon EC2 launch template to have IMDSv2 configured 
            [FIX]: Within the 'LaunchTemplateData' property, provide a 'MetadataOptions' 
 configuration and set the value of 'HttpTokens' to 'required'.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launch_template) { 
    %launch_template [ 
        # Scenario 2 
        filter_launch_template_imds_enabled(this) 
    ] { 
        LaunchTemplateData exists 
        LaunchTemplateData is_struct 

        LaunchTemplateData { 
            # Scenario 3, 4 and 5 
            MetadataOptions exists 
            MetadataOptions is_struct 
            MetadataOptions { 
                HttpTokens exists 
                HttpTokens == "required" 
            } 
        } 
    }
}

rule filter_launch_template_imds_enabled(launch_template) { 
    %launch_template { 
        LaunchTemplateData exists 
        LaunchTemplateData is_struct 
        LaunchTemplateData { 
            MetadataOptions not exists or 
            filter_metadata_options_imds_enabled(this) 
        } 
    }
}

rule filter_metadata_options_imds_enabled(metadata_options) { 
    %metadata_options { 
        MetadataOptions is_struct 
        MetadataOptions { 
            HttpEndpoint not exists or 
            HttpEndpoint == "enable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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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Ref: LatestAmiId 
        MetadataOptions: 
          HttpTokens: required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Ref: LatestAmiId 
        MetadataOptions: 
          HttpTokens: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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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C2.PR.2]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서 토큰 홉 제한을 최대 1개로 제한해
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 메타데이터 토큰 홉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1.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규칙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LaunchTemplat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2규칙 사양 (p. 42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2
규칙 사양 (p. 42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2예
제 템플릿 (p. 431)

설명

Amazon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IMDS) 는 애플리케이션 구성에 유용한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
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메타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HTTP PUT 응답을 EC2 인스턴스로 제한하면 
IMDS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IP 패킷의 TTL (Time To Live) 필드는 홉마다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 감소는 패킷이 EC2 외부로 이동하지 않
도록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DSv2는 개방형 라우터, 레이어 3 방화벽, VPN, 터널 또는 NAT 디바이
스로 잘못 구성되었을 수 있는 EC2 인스턴스를 보호하여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메타데이터를 검색하지 못
하도록 합니다. IMDSv2를 사용하면 기본 메타데이터 응답 홉 제한이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토큰이 
포함된 PUT 응답이 인스턴스 외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1보다 크면 토큰이 EC2 인스턴스
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만 적용됩니다.
• 이 컨트롤은 토큰 홉 제한이 2개인 Amazon EC2 시작 템플릿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LaunchTemplateData속성 내에서HttpPutResponseLimit set to1 값을 포함하는MetadataOptions
구성을 제공하거나HttpPutResponseLimit 속성을 생략하여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인 을1 적용하
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시작 템플릿 - 예제 1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활성화되고 토큰 홉 제한이AWS 
CloudFormation 기본값으로 설정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1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2LaunchTemplate": {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 
            "LaunchTemplate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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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dataOptions": { 
                    "HttpEndpoint": "enabled" 
                } 
            } 
        } 
    }
} 
                 

YAML 예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MetadataOptions: 
        HttpEndpoint: enabled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출시 템플릿 - 예제 2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활성화되고MetadataOptions 속성에 
따라 설정된 토큰 홉 제한으로 구성됩니다.1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2LaunchTemplate": {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 
            "LaunchTemplateData": { 
                "MetadataOptions": { 
                    "HttpEndpoint": "enabled", 
                    "HttpPutResponseHopLimit": 1 
                } 
            } 
        } 
    }
} 
                 

YAML 예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MetadataOptions: 
        HttpEndpoint: enabled 
        HttpPutResponseHopLimit: 1 

                 

CT.EC2.PR.2규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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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2_launch_template_token_hop_limit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EC2 launch template has a metadata token hop 
 limit set to '1'.
#  
# Reports on:
#   AWS::EC2::LaunchTemplat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2 launch templat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 has been provided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HttpEndpoint' has been provided and is 
 equal to 'disabled'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 has been provided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HttpEndpoint'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nd is
#             equal to 'enabled'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HttpPutResponseHopLimit' has been 
 provided and is not equal to
#             an integer of 1.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 has not been provided
#       Then: PASS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 has been provided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HttpEndpoint'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nd is
#             equal to 'enabled'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HttpPutResponseHopLimit' has not been 
 provided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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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 has been provided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HttpEndpoint'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nd is
#             equal to 'enabled'
#        And: 'LaunchTemplateData.MetadataOptions.HttpPutResponseHopLimit' has been 
 provided and is equal to an
#             integer of 1.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LAUNCH_TEMPLATE_TYPE = "AWS::EC2::LaunchTemplat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launch_templates = Resources.*[ Type == %EC2_LAUNCH_TEMPLAT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2_launch_template_token_hop_limit_check when is_cfn_template(this) 
                                                    %ec2_launch_templates not empty { 
    check(%ec2_launch_templates.Properties) 
        << 
        [CT.EC2.PR.2]: Require that Amazon EC2 launch templates restrict the token hop 
 limit to a maximum of one 
            [FIX]: Within the 'LaunchTemplateData' property, provide a 'MetadataOptions' 
 configuration with the value of 'HttpPutResponseLimit' set to '1', or omit the 
 'HttpPutResponseLimit' property to adopt the AWS CloudFormation default value of '1'. 
        >>
}

rule ec2_launch_template_token_hop_limit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LAUNCH_TEMPLATE_TYPE) { 
    check(%INPUT_DOCUMENT.%EC2_LAUNCH_TEMPLAT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2]: Require that Amazon EC2 launch templates restrict the token hop 
 limit to a maximum of one 
            [FIX]: Within the 'LaunchTemplateData' property, provide a 'MetadataOptions' 
 configuration with the value of 'HttpPutResponseLimit' set to '1', or omit the 
 'HttpPutResponseLimit' property to adopt the AWS CloudFormation default value of '1'.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2_launch_template) { 
  %ec2_launch_template[ 
      # Scenario 2, 3 and 4 
      filter_launch_template(this) 
  ] { 
      # Scenario 5 and 6 
      LaunchTemplateData { 
          MetadataOptions not exists or 
          MetadataOptions { 
              HttpPutResponseHopLimit not exists or 
              HttpPutResponseHopLimit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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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filter_launch_template(ec2_launch_template) { 
  %ec2_launch_template { 
      LaunchTemplateData exists 
      LaunchTemplateData is_struct 
      LaunchTemplateData { 
          MetadataOptions not exists or 
          filter_metadata_options_provided(this) 
      } 
  }
}

rule filter_metadata_options_provided(options) { 
  %options { 
      MetadataOptions is_struct 
      MetadataOptions { 
          HttpEndpoint not exists or 
          HttpEndpoint == "enabled"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Ref: LatestAmiId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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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MetadataOptions: 
          HttpPutResponseHopLimit: 2 

     

[CT.EC2.PR.3] Amazon EC2 보안 그룹이 인증된 포트에서만 수신 트래픽을 허용
하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무제한 수신 트래픽 (0.0.0.0/0또는::/0) 을 허용하는 보안 그룹이 인증된 포트의 인바운드 
TCP 또는 UDP 연결만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SecurityGroup,AWS::EC2::SecurityGroupIngress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3규칙 사양 (p. 434)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3
규칙 사양 (p. 434)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3예
제 템플릿 (p. 437)

설명

보안 그룹은 수신 및 송신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태 저장 필터링을 제공합니다AWS. 보안 그룹 규칙은 최소 
액세스 권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무제한 액세스 (/0접미사가 있는 모든 IP 주소) 는 해킹, denial-of-service 
공격 및 데이터 손실과 같은 악의적인 활동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별히 허용된 포트가 아닌 한 해당 포트는 무제한 액세스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수신 규칙이 있는 Amazon EC2 보안 그룹 및 EC2 보안 그룹 인그레스 리소스에만 적
용됩니다. 이 인그레스 규칙은 수신0.0.0.0/0 또는 수신 트래픽을 허용합니다.::/0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포트 또는 포트로부터의 TCP 또는 UDP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포트0.0.0.0/080 또는 로부터의 트래픽만 
허용하는 인그레스 규칙을 가진 보안 그룹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443.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보안 그룹 - 예제 1

0.0.0.0/0포트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TCP 트래픽을 허용하는 Amazon EC2 보안80 그룹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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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 
                "Fn::Sub": "${AWS::StackName}-example" 
            },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80, 
                    "ToPort": 80 
                } 
            ] 
        } 
    }
} 
                 

YAML 예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Sub '${AWS::StackName}-example'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80 
        ToPort: 80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보안 그룹 - 예제 2

0.0.0.0/0포트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TCP 트래픽을 허용하는 Amazon EC2 보안443 그룹입니다. 예제
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 
                "Fn::Sub": "${AWS::StackName}-example" 
            },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443, 
                    "ToPort": 44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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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Sub '${AWS::StackName}-example'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443 
        ToPort: 443 

                 

CT.EC2.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vpc_sg_open_only_to_authorized_ports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security groups that allow unrestricted incoming traffic ('0.0.0.0/0' or 
 '::/0'), only allow inbound
#   TCP or UDP connections on authorized ports.
#  
# Reports on:
#   AWS::EC2::SecurityGroup, AWS::EC2::SecurityGroupIngress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resource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       And: The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no rules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resource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       And: The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rules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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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a rule that 
 allows all traffic
#            ('IpProtocol' is set to '-1' or another protocol number)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resource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       And: The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rules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The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no rules 
 that allow all traffic
#            ('IpProtocol' is not set to '-1' or another protocol number)
#       And: Ports allowed are not in the list of allowed ports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resource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       And: The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rules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The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no rules 
 that allow all traffic
#            ('IpProtocol' is not set to '-1' or another protocol number)
#       And: Ports allowed are in the list of allowed port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ECURITY_GROUP_TYPE = "AWS::EC2::SecurityGroup"
let SECURITY_GROUP_INGRESS_TYPE = "AWS::EC2::SecurityGroupIngress"
let ALLOWED_PORTS = [80, 443]
let AUTHORIZED_PROTOCOLS = ["tcp", "udp", "icmp", "icmpv6"]
let UNRESTRICTED_IPV4_RANGES = ["0.0.0.0/0"]
let UNRESTRICTED_IPV6_RANGES = ["::/0"]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security_groups = Resources[ 
    Type == %SECURITY_GROUP_TYPE
]
let ec2_security_group_ingress_rules = Resources[ 
    Type == %SECURITY_GROUP_INGRESS_TYPE
]

#
# Primary Rules
#
rule vpc_sg_open_only_to_authorized_port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security_groups not empty { 

    check_security_group(%ec2_security_groups.Properties) 
        << 
        [CT.EC2.PR.3]: Require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to allow incoming traffic on 
 authorized ports only 
        [FIX]: Ensure that security groups with ingress rules that allow TCP or UDP traffic 
 from '0.0.0.0/0' or ' only allow traffic from ports 80 or 443. 
        >>
}

rule vpc_sg_open_only_to_authorized_port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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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_security_group_ingress_rules not 
 empty { 

    check_ingress_rule(%ec2_security_group_ingress_rules.Properties) 
        << 
        [CT.EC2.PR.3]: Require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to allow incoming traffic on 
 authorized ports only 
        [FIX]: Ensure that security groups with ingress rules that allow TCP or UDP traffic 
 from '0.0.0.0/0' or ' only allow traffic from ports 80 or 443. 
        >>
}

rule vpc_sg_open_only_to_authorized_port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ECURITY_GROUP_TYPE) { 

    check_security_group(%INPUT_DOCUMENT.%SECURITY_GROUP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3]: Require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to allow incoming traffic on 
 authorized ports only 
        [FIX]: Ensure that security groups with ingress rules that allow TCP or UDP traffic 
 from '0.0.0.0/0' or ' only allow traffic from ports 80 or 443. 
        >>
}

rule vpc_sg_open_only_to_authorized_port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ECURITY_GROUP_INGRESS_TYPE) { 

    check_ingress_rule(%INPUT_DOCUMENT.%SECURITY_GROUP_INGRESS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3]: Require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to allow incoming traffic on 
 authorized ports only 
        [FIX]: Ensure that security groups with ingress rules that allow TCP or UDP traffic 
 from '0.0.0.0/0' or ' only allow traffic from ports 80 or 443.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security_group(security_group) { 
    %security_group [ 
        SecurityGroupIngress exists 
        SecurityGroupIngress is_list 
        SecurityGroupIngress not empty 
    ] { 
        SecurityGroupIngress[*] { 
            check_ingress_rule(this) 
        } 
    }
}

rule check_ingress_rule(ingress_rule) { 
    %ingress_rule[ CidrIp in %UNRESTRICTED_IPV4_RANGES or 
                   CidrIpv6 in %UNRESTRICTED_IPV6_RANGES ] { 
        # Scenario 3 
        IpProtocol exists 
        IpProtocol in %AUTHORIZED_PROTOCOLS 

        when IpProtocol in ["tcp", "udp"] { 
            FromPort exists 
            ToPort exists 
            # Scenarios 4 and 5 
            check_ports(FromPort, ToPor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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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check_ports(from_port, to_port) { 
    %from_port in %ALLOWED_PORTS 
    %to_port in %ALLOWED_PORTS 
    %from_port in %to_port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Fn::Sub: ${AWS::StackName}-example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80 
        ToPort: 80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Fn::Sub: ${AWS::StackName}-example 
  SecurityGroupIngress: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GroupId: 
        Fn::GetAtt: [ SecurityGroup, GroupId ] 
      IpProtocol: udp 
      CidrIpv6: ::/0 
      FromPort: 80 
      ToPort: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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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C2.PR.4] Amazon EC2 보안 그룹이 고위험 포트에 대한 수신 트래픽을 허용
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EC2 보안 그룹이 포
트3389,,,,,,,,,,,,,,,,,,20,,23,110,143,3306,,8080,1433,9200,9300,,25,445,135,21,,1434,433354325500560122300050008088, 
로 수신되는 무제한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8888.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SecurityGroup,AWS::EC2::SecurityGroupIngress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4규칙 사양 (p. 44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4
규칙 사양 (p. 44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4예
제 템플릿 (p. 443)

설명

무제한 액세스 (0.0.0.0/0) 를 사용하면 해킹, denial-of-service 공격 및 데이터 손실과 같은 악의적인 활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을 통해 AWS 리소스에 대한 수신 및 발신 네트워크 트래픽을 상태 저장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어
떤 보안 그룹도 다음 포트에 대한 무제한 수신 액세스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3389, 20, 23, 110, 143, 3306, 8080, 1433, 9200, 9300, 25, 445, 135, 21, 1434, 4333, 5432, 5500,
5601, 22, 3000, 5000, 8088, 8888.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0.0.0.0/0 또는 로부터의 인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는 수신 규칙을 사용하는 
Amazon EC2 보안 그룹 및 보안 그룹 수신 리소스에만 적용됩니다::/0.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고위험 포트 
(3389,,,,,,,,,,,,,,,,,,,,,,,,,,20,,23,110,143,,3306,8080,,1433,9200,,9300,25,,445,135,,211434433354325500560122300050008088,) 
에서0.0.0.0/0 트래픽을 허용하는 Amazon EC2 보안 그룹 인그레스 규칙을 제거합니다8888.::/0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보안 그룹 - 예제

고위험 포트가 포함되지 않은 포트 범위에서 무제한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구성된 Amazon EC2 보안 그룹입
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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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Group": {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 
            "GroupDescription": "sample-security-group", 
            "SecurityGroupIngress": [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80, 
                    "ToPort": 80 
                } 
            ] 
        } 
    }
} 
                 

YAML 예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sample-security-group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80 
        ToPort: 80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보안 그룹 수신 규칙 - 예제

Amazon EC2 보안 그룹 수신 규칙은 고위험 포트를 포함하지 않는 포트 범위에서 무제한 트래픽을 허용하도
록 구성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ecurityGroupIngress": {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 
            "GroupId": { 
                "Fn::GetAtt": [ 
                    "SecurityGroup", 
                    "GroupId" 
                ]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80, 
            "ToPort": 90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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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GroupIngress: 
  Type: AWS::EC2::SecurityGroupIngress 
  Properties: 
    GroupId: !GetAtt 'SecurityGroup.GroupId'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80 
    ToPort: 90 

                 

CT.EC2.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vpc_sg_restricted_common_port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C2 security groups allow unrestricted incoming TCP 
 or UDP traffic to ports '3389', '20', '23', '110', '143', '3306', '8080', '1433', '9200', 
 '9300', '25', '445', '135', '21', '1434', '4333', '5432', '5500', '5601', '22', '3000', 
 '5000', '8088', '8888'.
#  
# Reports on:
#   AWS::EC2::SecurityGroup, AWS::EC2::SecurityGroupIngress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security group resource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       And: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no rules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security group resource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       And: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rules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a rule that 
 allows all traffic
#            ('IpProtocol' is set to '-1' or another protoco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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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security group resource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       And: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rules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no rules that 
 allow all traffic
#            ('IpProtocol' is not set to '-1' or another protocol number)
#       And: Ports allowed are in the list of blocked ports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security group resource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       And: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rules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EC2 security group or EC2 security group ingress resource has no rules that 
 allow all traffic
#            ('IpProtocol' is not set to '-1' or another protocol number)
#       And: Ports allowed are not in the list of blocked port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ECURITY_GROUP_TYPE = "AWS::EC2::SecurityGroup"
let SECURITY_GROUP_INGRESS_TYPE = "AWS::EC2::SecurityGroupIngress"
let BLOCKED_PORTS = [3389, 20, 23, 110, 143, 3306, 8080, 1433, 9200, 9300, 25, 445, 135, 
 21, 1434, 4333, 5432, 5500, 
                     5601, 22, 3000, 5000, 8088, 8888]
let AUTHORIZED_PROTOCOLS = ["tcp", "udp", "icmp", "icmpv6"]
let UNRESTRICTED_IPV4_RANGES = ["0.0.0.0/0"]
let UNRESTRICTED_IPV6_RANGES = ["::/0"]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security_groups = Resources[ 
    Type == %SECURITY_GROUP_TYPE
]
let ec2_security_group_ingress_rules = Resources[ 
    Type == %SECURITY_GROUP_INGRESS_TYPE
]

#
# Primary Rules
#
rule vpc_sg_restricted_common_port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security_groups not empty { 

    check_security_group(%ec2_security_groups.Properties) 
        << 
        [CT.EC2.PR.4]: Require that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does not allow incoming 
 traffic for high-risk ports 
            [FIX]: Remove Amazon EC2 security group ingress rules that allow traffic 
 from '0.0.0.0/0' or '::/0' to high risk ports: '3389', '20', '23', '110', '143', '3306', 
 '8080', '1433', '9200', '9300', '25', '445', '135', '21', '1434', '4333', '5432', '5500', 
 '5601', '22', '3000', '5000', '8088', '8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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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vpc_sg_restricted_common_port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security_group_ingress_rules not empty 
 { 

    check_ingress_rule(%ec2_security_group_ingress_rules.Properties) 
        << 
        [CT.EC2.PR.4]: Require that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does not allow incoming 
 traffic for high-risk ports 
            [FIX]: Remove Amazon EC2 security group ingress rules that allow traffic 
 from '0.0.0.0/0' or '::/0' to high risk ports: '3389', '20', '23', '110', '143', '3306', 
 '8080', '1433', '9200', '9300', '25', '445', '135', '21', '1434', '4333', '5432', '5500', 
 '5601', '22', '3000', '5000', '8088', '8888'. 
        >>
}

rule vpc_sg_restricted_common_port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ECURITY_GROUP_TYPE) { 

    check_security_group(%INPUT_DOCUMENT.%SECURITY_GROUP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4]: Require that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does not allow incoming 
 traffic for high-risk ports 
            [FIX]: Remove Amazon EC2 security group ingress rules that allow traffic 
 from '0.0.0.0/0' or '::/0' to high risk ports: '3389', '20', '23', '110', '143', '3306', 
 '8080', '1433', '9200', '9300', '25', '445', '135', '21', '1434', '4333', '5432', '5500', 
 '5601', '22', '3000', '5000', '8088', '8888'. 
        >>
}

rule vpc_sg_restricted_common_port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ECURITY_GROUP_INGRESS_TYPE) { 

    check_ingress_rule(%INPUT_DOCUMENT.%SECURITY_GROUP_INGRESS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4]: Require that an Amazon EC2 security group does not allow incoming 
 traffic for high-risk ports 
            [FIX]: Remove Amazon EC2 security group ingress rules that allow traffic 
 from '0.0.0.0/0' or '::/0' to high risk ports: '3389', '20', '23', '110', '143', '3306', 
 '8080', '1433', '9200', '9300', '25', '445', '135', '21', '1434', '4333', '5432', '5500', 
 '5601', '22', '3000', '5000', '8088', '8888'.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security_group(security_group) { 
    %security_group [ 
        SecurityGroupIngress exists 
        SecurityGroupIngress is_list 
        SecurityGroupIngress not empty 
    ] { 
        SecurityGroupIngress[*] { 
            check_ingress_rule(this) 
        } 
    }
}

rule check_ingress_rule(ingress_rule) { 
    %ingress_rule[ CidrIp in %UNRESTRICTED_IPV4_RANGES or 
                   CidrIpv6 in %UNRESTRICTED_IPV6_RANGES ] { 
        # Scenario 3 
        IpProtocol exists 
        IpProtocol in %AUTHORIZED_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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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pProtocol in ["tcp", "udp"] { 
            FromPort exists 
            ToPort exists 

            let ingress_block = this 

            %BLOCKED_PORTS.* { 
                # Scenarios 4 and 5 
                check_ports(this, %ingress_block.FromPort, %ingress_block.ToPort) 
            } 
        } 
    }
}

rule check_ports(port, FromPort, ToPort) { 
    %FromPort > %port or 
    %ToPort < %port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Fn::Sub: ${AWS::StackName}-example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80 
        ToPort: 80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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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GroupDescription: 
        Fn::Sub: ${AWS::StackName}-example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CidrIp: 0.0.0.0/0 
        FromPort: 22 
        ToPort: 22 

     

[CT.EC2.PR.5] 0.0.0.0/0에서 포트 22 또는 포트 3389로의 수신을 방지하려면 모든 
Amazon EC2 네트워크 ACL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C2 네트워크 ACL 인바운드 엔트리가 SSH 또는 RDP에 대한 무제한 수신 트래픽 
(0.0.0.0/0또는::/0) 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NetworkAclEntr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5규칙 사양 (p. 44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5
규칙 사양 (p. 44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5예
제 템플릿 (p. 449)

설명

포트 22 (SSH) 및 포트 3389 (RDP) 와 같은 원격 서버 관리 포트에 대한 액세스는 VPC 내 리소스에 의도하
지 않은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무제한 인바운드 트래픽을 허용하는 Amazon EC2 네트워크 ACL 입력 리소스에만 적
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포트 22 또는 포트 3389에서 인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 Amazon EC2 네트워크 ACL 항목의 경우 모든 소스
의 트래픽을CidrBlock 허용하거나 허용하지Ipv6CidrBlock 않는 CIDR 범위를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네트워크 ACL 입력 - 예제 1

포트 22 (SSH) 및 포트 3389 (RDP) 를 제외한 포트 범위에서 무제한 인바운드 IPv4 TCP 트래픽을 허용하도
록 구성된 Amazon EC2 네트워크 ACL 항목.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NetworkAclE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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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 
            "CidrBlock": "0.0.0.0/0", 
            "Egress": false, 
            "NetworkAclId": { 
                "Ref": "NACL" 
            }, 
            "Protocol": 6, 
            "PortRange": { 
                "From": 2000, 
                "To": 2005 
            }, 
            "RuleAction": "allow", 
            "RuleNumber": 100 
        } 
    }
} 
                 

YAML 예

NetworkAclEntry: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CidrBlock: '0.0.0.0/0' 
    Egress: false 
    NetworkAclId: !Ref 'NACL' 
    Protocol: 6 
    PortRange: 
      From: 2000 
      To: 2005 
    RuleAction: allow 
    RuleNumber: 100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네트워크 ACL 입력 - 예제 2

포트 3389 (RDP) 를 제외한 포트 범위에서 무제한 인바운드 IPv6 UDP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구성된 
Amazon EC2 네트워크 ACL 항목.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NetworkAclEntry": {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 
            "Ipv6CidrBlock": "::/0", 
            "Egress": false, 
            "NetworkAclId": { 
                "Ref": "NACL" 
            }, 
            "Protocol": 17, 
            "PortRange": { 
                "From": 100, 
                "To": 200 
            }, 
            "RuleAction": "allow", 
            "RuleNumb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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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예

NetworkAclEntry: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Ipv6CidrBlock: ::/0 
    Egress: false 
    NetworkAclId: !Ref 'NACL' 
    Protocol: 17 
    PortRange: 
      From: 100 
      To: 200 
    RuleAction: allow 
    RuleNumber: 100 

                 

CT.EC2.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nacl_no_unrestricted_ssh_rdp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the Amazon EC2 network ACL inbound entry allows 
 unrestricted incoming traffic ('0.0.0.0/0' or '::/0') for SSH or RDP.
#  
# Reports on:
#   AWS::EC2::NetworkAclEntr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has no CIDR block allowing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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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all traffic
#            ('IpProtocol' is set to '-1')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TCP (protocol 6) traffic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traffic from a PortRange that includes 
 22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TCP (protocol 6) or UDP (protocol 17) 
 traffic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traffic from a PortRange that includes 
 3389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TCP (protocol 6) traffic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traffic from a PortRange that excludes 
 22
#      Then: PASS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inbound traffic
#            from source '0.0.0.0/0' or '::/0'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TCP (protocol 6) or UDP (protocol 17) 
 traffic
#       And: EC2 network ACL entry resource allows traffic from a PortRange that excludes 
 3389
#      Then: PASS

#
# Constants
#
let NETWORK_ACL_TYPE = "AWS::EC2::NetworkAclEntry"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ALL_TRAFFIC_PROTOCOL = [-1, "-1"]
let TCP_PROTOCOL = [6, "6"]
let UDP_PROTOCOL = [17, "17"]
let UNRESTRICTED_IPV4_RANGES = ["0.0.0.0/0"]
let UNRESTRICTED_IPV6_RANGES = ["::/0"]
let SSH_PORT = 22
let RDP_PORT = 3389

#
# Assignments
#
let nacl_entries = Resources.*[ Type == %NETWORK_ACL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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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 Rules
#
rule nacl_no_unrestricted_ssh_rdp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nacl_entries not empty { 
    check(%nacl_entries.Properties) 
        << 
        [CT.EC2.PR.5]: Require any Amazon EC2 network ACL to prevent ingress from 0.0.0.0/0 
 to port 22 or port 3389 
        [FIX]: For Amazon EC2 network ACL entries that allow inbound connectivity on port 
 22 or port 3389, provide a CIDR range in 'CidrBlock' or 'Ipv6CidrBlock' that does not 
 allow traffic from all sources. 
        >>
}

rule nacl_no_unrestricted_ssh_rdp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NETWORK_ACL_TYPE) { 
    check(%INPUT_DOCUMENT.%NETWORK_ACL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5]: Require any Amazon EC2 network ACL to prevent ingress from 0.0.0.0/0 
 to port 22 or port 3389 
        [FIX]: For Amazon EC2 network ACL entries that allow inbound connectivity on port 
 22 or port 3389, provide a CIDR range in 'CidrBlock' or 'Ipv6CidrBlock' that does not 
 allow traffic from all source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nacl_entry) { 
    %nacl_entry [ 
        # Scenario 2 
        filter_allow_unrestricted_ingress(this) 
    ] { 
        # Scenario 3 
        Protocol exists 
        Protocol not in %ALL_TRAFFIC_PROTOCOL 

        # Scenario 4, 6 
        check_for_open_ssh(this) 

        # Scenario 5, 7 
        check_for_open_rdp(this) 
    }
}

rule filter_allow_unrestricted_ingress(nacl_entry) { 
    Egress not exists or 
    Egress != true 

    CidrBlock in %UNRESTRICTED_IPV4_RANGES or 
    Ipv6CidrBlock in %UNRESTRICTED_IPV6_RANGES 

    RuleAction == "allow"
}

rule check_for_open_ssh(nacl_entry) { 
    %nacl_entry [ 
        Protocol in %TCP_PROTOCOL 
    ] { 
        check_port_range_exists(this) 
        check_ports(%SSH_PORT, PortRange.From, PortRange.T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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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check_for_open_rdp(nacl_entry) { 
    %nacl_entry [ 
           Protocol in %TCP_PROTOCOL or 
           Protocol in %UDP_PROTOCOL 
    ] { 
        check_port_range_exists(this) 
        check_ports(%RDP_PORT, PortRange.From, PortRange.To) 
   }
}

rule check_port_range_exists(nacl_entry) { 
    PortRange exists 
    PortRange is_struct 
    PortRange { 
        From exists 
        To exists 
    }
}

rule check_ports(port, nacl_from_port, nacl_to_port) { 
    %nacl_from_port > %port or 
    %nacl_to_port < %port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NETWORK_ACL_TYPE) { 
    %doc.%NETWORK_ACL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92.168.0.0/16 
  NACL: 
    Type: AWS::EC2::NetworkAcl 
    Properties: 
      VpcId: 
        Ref: VPC 
  NetworkAclEntry: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CidrBlock: 0.0.0.0/0 
      Egress: false 
      NetworkAclId: 
        Ref: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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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 6 
      PortRange: 
        From: 2000 
        To: 2005 
      RuleAction: allow 
      RuleNumber: 100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92.168.0.0/16 
  NACL: 
    Type: AWS::EC2::NetworkAcl 
    Properties: 
      VpcId: 
        Ref: VPC 
  NetworkAclEntry: 
    Type: AWS::EC2::NetworkAclEntry 
    Properties: 
      CidrBlock: 0.0.0.0/0 
      Egress: false 
      NetworkAclId: 
        Ref: NACL 
      Protocol: 6 
      PortRange: 
        From: 3000 
        To: 3500 
      RuleAction: allow 
      RuleNumber: 100 

     

[CT.EC2.PR.6] Amazon EC2 전송 게이트웨이가 자동 Amazon VPC 연결 요청을 
거부하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EC2 전송 게이트웨이가 Amazon VPC 연결 요청을 자동으로 수락하도록 구성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TransitGatewa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6규칙 사양 (p. 45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6
규칙 사양 (p. 45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6예
제 템플릿 (p. 453)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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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AcceptSharedAttachments속성을 켜면 요청이나 첨부 파일이 생성된 계정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
으로 계정 간 VPC 연결 요청을 수락하도록 전송 게이트웨이가 구성됩니다. 권한 부여 및 인증의 모범 사례에 
따라 승인된 VPC 연결 요청만 수락되도록 이 기능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속성을 생략하거나AutoAcceptSharedAttachments 속성을 로 설정합니다disabl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Transit Gateway - 예제

AWS Transit Gateway 교차 계정 Amazon VPC 첨부 파일의 자동 수락을 비활성화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TransitGateway": { 
        "Type": "AWS::EC2::TransitGateway", 
        "Properties": { 
            "AutoAcceptSharedAttachments": "disable" 
        } 
    }
} 
                 

YAML 예

TransitGateway: 
  Type: AWS::EC2::TransitGateway 
  Properties: 
    AutoAcceptSharedAttachments: disable 

                 

CT.EC2.PR.6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2_transit_gateway_auto_vpc_attach_dis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C2 transit gateways are configured to accept Amazon 
 VPC attachment requests automatically.
#  
# Reports on:
#   AWS::EC2::TransitGatewa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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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2 transit gatewa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transit gateway resource
#        And: 'AutoAcceptSharedAttachments' 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disabl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transit gateway resource
#        And: 'AutoAcceptSharedAttachments' configuration has not been provided
#       Then: PASS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transit gateway resource
#        And: 'AutoAcceptSharedAttachments' 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disabl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TRANSIT_GATEWAY_TYPE = "AWS::EC2::TransitGateway"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transit_gateway = Resources.*[ Type == %EC2_TRANSIT_GATEWA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2_transit_gateway_auto_vpc_attach_dis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transit_gateway not empty 
 { 
    check(%ec2_transit_gateway.Properties) 
        << 
        [CT.EC2.PR.6]: Require that Amazon EC2 transit gateways refuse automatic Amazon VPC 
 attachment requests 
            [FIX]: Omit the 'AutoAcceptSharedAttachments' property or set the property to 
 'disable'. 
        >>
}

rule ec2_transit_gateway_auto_vpc_attach_dis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TRANSIT_GATEWAY_TYPE) { 
    check(%INPUT_DOCUMENT.%EC2_TRANSIT_GATEWAY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6]: Require that Amazon EC2 transit gateways refuse automatic Amazon VPC 
 attachment requests 
            [FIX]: Omit the 'AutoAcceptSharedAttachments' property or set the property to 
 'disable'. 
        >>
}

#
# Parameterized Rules

452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rule check(ec2_transit_gateway) { 
    %ec2_transit_gateway { 
        # Scenario 3 
        AutoAcceptSharedAttachments not exists or 
        # Scenario 2 and 4 
        AutoAcceptSharedAttachments == "disabl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TransitGateway: 
    Type: AWS::EC2::TransitGateway 
    Properties: 
      AutoAcceptSharedAttachments: disabl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TransitGateway: 
    Type: AWS::EC2::TransitGateway 
    Properties: 
      AutoAcceptSharedAttachments: enable 

     

[CT.EC2.PR.7]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볼륨이 저장 시 암
호화되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독립형 Amazon EC2 EBS 볼륨과 EC2 인스턴스 블록 디바이스 매핑을 통해 생성된 새 Amazon 
EBS 볼륨이 저장 시 암호화되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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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 유형:AWS::EC2::Instance,AWS::EC2::Volum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7규칙 사양 (p. 45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7
규칙 사양 (p. 45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7예
제 템플릿 (p. 458)

설명

Amazon EC2 EBS 볼륨에 있는 민감한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려면 저장 시 EBS 암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
다. Amazon EBS 암호화는 자체 키 관리 인프라를 사용자가 직접 구축, 유지 및 보호할 필요가 없는 EBS 리
소스에 대한 간단한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암호화된 볼륨 및 스냅샷을 생성할 때 KMS 키를 사용합니
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블록 디바이스 매핑이 있는 독립형 Amazon EBS 볼륨 및 EC2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
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EC2 EBS 볼륨에서는Encryption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 예

암호화된 EBS 볼륨이 포함된 Amazon EC2 인스턴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 
                "Ref": "LatestAmiId" 
            }, 
            "InstanceType": "t3.micro", 
            "NetworkInterfaces": [ 
                { 
                    "DeviceIndex": 0, 
                    "SubnetId": { 
                        "Ref": "Subnet" 
                    },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 
            ], 
            "BlockDeviceMappings": [ 
                { 
                    "DeviceName": "/dev/sdm", 
                    "Ebs": { 
                        "VolumeType": "gp3", 
                        "Iops": 200, 
                        "Encrypt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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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OnTermination": true, 
                        "VolumeSize": 20 
                    } 
                } 
            ] 
        } 
    }
} 
                 

YAML 예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micro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m 
        Ebs: 
          VolumeType: gp3 
          Iops: 200 
          Encrypted: true 
          DeleteOnTermination: true 
          VolumeSize: 20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BS 볼륨 볼륨 - 예제

암호화가 구성된 Amazon EBS 볼륨.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BSVolume": {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 
            "Size": 100,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 
                ] 
            }, 
            "Encrypted": true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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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Volume: 
  Type: AWS::EC2::Volume 
  Properties: 
    Size: 100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 
    Encrypted: true 

                 

CT.EC2.PR.7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2_encrypted_volumes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standalone Amazon EC2 EBS volumes and new EC2 EBS volumes created 
 through EC2 instance
#   Block Device Mappings are encrypted at rest.
#  
# Reports on:
#   AWS::EC2::Instance, AWS::EC2::Volum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C2 volum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BlockDeviceMappings'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BlockDeviceMapping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Ebs' has been provided in a 'BlockDeviceMappings' configuration
#       And: 'Encrypted' has not been provided in the 'Ebs' configuration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BlockDeviceMapping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Ebs' has been provided in a 'BlockDeviceMappings' configuration
#       And: 'Encrypted' has been provided in the 'Ebs' configuration and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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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volume resource
#       And: 'Encrypted' on the EC2 volume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volume resource
#       And: 'Encrypted' on the EC2 volume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BlockDeviceMapping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Ebs' has been provided in a 'BlockDeviceMappings' configuration
#       And: 'Encrypted' has been provided in the 'Ebs' configuration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volume resource
#       And: 'Encrypted' on the EC2 volume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VOLUME_TYPE = "AWS::EC2::Volume"
let EC2_INSTANCE_TYPE = "AWS::EC2::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volumes = Resources.*[ Type == %EC2_VOLUME_TYPE ]
let ec2_instances = Resources.*[ Type == %EC2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2_encrypted_volume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volumes not empty { 
    check_volume(%ec2_volumes.Properties) 
        << 
        [CT.EC2.PR.7]: Require that an Amazon EBS volume attached to an Amazon EC2 instance 
 is encrypted at rest 
        [FIX]: Set 'Encryption' to true on EC2 EBS Volumes. 
        >>
}

rule ec2_encrypted_volume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VOLUME_TYPE) { 
    check_volume(%INPUT_DOCUMENT.%EC2_VOLUM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7]: Require that an Amazon EBS volume attached to an Amazon EC2 instance 
 is encrypted at rest 
        [FIX]: Set 'Encryption' to true on EC2 EBS Volumes. 
        >>
}

rule ec2_encrypted_volume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instances not empty { 
    check_instance(%ec2_instances.Properties) 
        << 
        [CT.EC2.PR.7]: Require that an Amazon EBS volume attached to an Amazon EC2 instance 
 is encrypted at rest 
        [FIX]: Set 'Encryption' to true on EC2 EBS Volum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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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ec2_encrypted_volume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INSTANCE_TYPE) { 
    check_instance(%INPUT_DOCUMENT.%EC2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7]: Require that an Amazon EBS volume attached to an Amazon EC2 instance 
 is encrypted at rest 
        [FIX]: Set 'Encryption' to true on EC2 EBS Volume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instance(ec2_instance) { 
    %ec2_instance[ 
        filter_ec2_instance_block_device_mappings(this) 
    ] { 
        BlockDeviceMappings[ 
            Ebs exists 
            Ebs is_struct 
        ] { 
            check_volume(Ebs) 
        } 
    }
}

rule check_volume(ec2_volume) { 
    %ec2_volume { 
        # Scenario 2 
        Encrypted exists 
        # Scenarios 3 and 4 
        Encrypted == true 
    }
}

rule filter_ec2_instance_block_device_mappings(ec2_instance) { 
    %ec2_instance { 
        BlockDeviceMappings exists 
        BlockDeviceMappings is_list 
        BlockDeviceMapping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7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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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micro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m" 
        Ebs: 
          VolumeType: gp3 
          Iops: 200 
          Encrypted: true 
          DeleteOnTermination: true 
          VolumeSize: 20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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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micro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BlockDeviceMappings: 
      - DeviceName: "/dev/sdm" 
        Ebs: 
          VolumeType: gp3 
          Iops: 200 
          Encrypted: false 
          DeleteOnTermination: true 
          VolumeSize: 20 

     

[CT.EC2.PR.8] 모든 Amazon EC2 인스턴스에 비공개 IP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C2 인스턴스가 퍼블릭 IP 주소를 연결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8규칙 사양 (p. 46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8
규칙 사양 (p. 46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8예
제 템플릿 (p. 465)

설명

퍼블릭 IPv4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IP 주소입니다. 퍼블릭 IP 주소로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인
터넷에서 EC2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IPv4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할 수 없는 IP 주소
입니다. 프라이빗 IPv4 주소는 동일 VPC 또는 연결된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EC2 인스턴스 간의 통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IPv6 주소는 전역적으로 고유하므로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브넷에는 IPv6 주소 지
정 속성이 false 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NetworkInterfaceId 속성을 통해 생성된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NetworkInterfaceIda가 지정되지 않은NetworkInterfaces 구성) 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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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AssociatePublicIpAddress 컨트롤을 사용하려면NetworkInterfaces 속성을 통해 생
성된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false on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이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루트 수준SubnetId 속성 대신NetworkInterfaces 구성 내에서 서브
넷 정보를 지정해야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루트 수준NetworkInterfacesSubnetId 속성 대신 속성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지정합니다. 
각NetworkInterfaces 구성 내에서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 예

Amazon EC2 인스턴스는 생성 시 퍼블릭 IP 주소 연결을 비활성화하는 새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 
                "Ref": "LatestAmiId" 
            }, 
            "NetworkInterfaces": [ 
                { 
                    "DeviceIndex": 0, 
                    "SubnetId": { 
                        "Ref": "Subnet" 
                    },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 
            ] 
        } 
    }
} 
                 

YAML 예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Ref 'LatestAmiId'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CT.EC2.PR.8규칙 사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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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2_instance_no_public_ip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EC2 instance is configured to associate a 
 public IP address.
#  
# Reports on:
#   AWS::EC2::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2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not present on the EC2 instance resource or is an empty 
 list
#       And: 'SubnetId' is not provided as a top-level resource property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present on the EC2 instance resource as a non-empty 
 list
#       And: 'NetworkInterfaceId' is present for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and 
 is a non-empty string or
#             valid local reference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not provided
#       And: 'SubnetId' is provided as a top-level resource property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present on the EC2 instance resource with one or more 
 configurations
#       And: 'NetworkInterfaceId' is not present or is present and and i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for
#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not present for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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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etworkInterfaces' is present on the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Id' is not present or is present and and i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for
#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present for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present on the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Id' is not present or is present and and i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for
#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present for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INSTANCE_TYPE = "AWS::EC2::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instances = Resources.*[ Type == %EC2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2_instance_no_public_ip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instances not empty { 
    check(%ec2_instances.Properties) 
        << 
        [CT.EC2.PR.8]: Require any Amazon EC2 instance to have a non-public IP address 
        [FIX]: Specify network interfaces using the 'NetworkInterfaces' property instead of 
 the root level 'SubnetId' property. Set 'AssociatePublicIpAddress' to false within each 
 'NetworkInterfaces' configuration. 
        >>
}

rule ec2_instance_no_public_ip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EC2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8]: Require any Amazon EC2 instance to have a non-public IP address 
        [FIX]: Specify network interfaces using the 'NetworkInterfaces' property instead of 
 the root level 'SubnetId' property. Set 'AssociatePublicIpAddress' to false within each 
 'NetworkInterfaces' configuration.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2_instance) { 
    %ec2_instance[ SubnetId exists ] { 
        # Scenario 5 
        SubnetId not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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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_instance[ 
        # Scenario 2 
        NetworkInterfaces exists 
        NetworkInterfaces is_list 
        NetworkInterfaces not empty 
    ] { 
        NetworkInterfaces[ 
            # Scenario 3 and 4 
            filter_network_interfaces(this) 
        ] { 
            # Scenario 6 
            AssociatePublicIpAddress exists 
            # Scenarios 7 and 8 
            AssociatePublicIpAddress == false 
        } 
    }
}

rule filter_network_interfaces(network_interface) { 
    %network_interface { 
        NetworkInterfaceId not exists or 
        filter_property_is_empty_string(NetworkInterfaceId) or 
        filter_exclude_valid_local_reference(%INPUT_DOCUMENT, NetworkInterfaceId, 
 "AWS::EC2::NetworkInterface") 
     }
}

rule filter_property_is_empty_string(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filter_exclude_valid_local_reference(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this not is_string 
        this is_struct 

        when this.'Fn::GetAtt' exists { 
            'Fn::GetAtt' { 
                when filter_query_template_resources(%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 
                    this not exists 
                } 
                this exists 
            } 
        } 
        when this.'Fn::GetAtt' not exists { 
            this exists 
        } 
    }
}

rule filter_query_template_resources(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in %referenced_resource_type 
    }
}

#
# Utility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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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8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Ref: LatestAmiId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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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nstanceType: t3.micro 
      ImageId: 
        Ref: LatestAmiId 
      SubnetId: 
        Ref: Subnet 

     

[CT.EC2.PR.9]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 퍼블릭 IP 주소를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에 자동 할당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하도록 구성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LaunchTemplat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9규칙 사양 (p. 46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9
규칙 사양 (p. 46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9예
제 템플릿 (p. 471)

설명

퍼블릭 IP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IP 주소입니다. 공용 IP 주소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성
하면 인터넷에서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리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C2 리소스는 공개적으
로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가 허용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의NetworkInterfaceId 속성을 통해 만든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만 적용됩니
다LaunchTemplateData (NetworkInterfaceIda가 지정되지 않은NetworkInterface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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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AssociatePublicIpAddress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의NetworkInterfaces 속성을 통해 
만든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false on으로 설정해야LaunchTemplateData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의 각NetworkInterfaces 구성false 내에서AssociatePublicIpAddress 로 설정합니
다LaunchTemplateData.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시작 템플릿 - 예제

퍼블릭 IP 주소 연결을 비활성화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Amazon EC2 시작 템플릿.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2LaunchTemplate": {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 
            "LaunchTemplateData": { 
                "NetworkInterfaces": [ 
                    { 
                        "DeviceIndex": 0, 
                        "SubnetId": { 
                            "Ref": "Subnet" 
                        },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 
                ] 
            } 
        } 
    }
} 
                 

YAML 예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CT.EC2.PR.9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2_launch_template_public_ip_disabled_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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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EC2 launch templates are configured to assign 
 public IP addresses to network interfaces.
#  
# Reports on:
#   AWS::EC2::LaunchTemplat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not provided in 'LaunchTemplateData'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NetworkInterfaces' is present on the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as a non empty list
#       And: 'NetworkInterfaceId' is present for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and 
 is a non-empty string or
#             valid local reference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NetworkInterfaces' is present on the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Id' is not present or is present and i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for
#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not present for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NetworkInterfaces' is present on the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Id' is not present or is present and i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for
#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present for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NetworkInterfaces' is present on the Amazo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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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NetworkInterfaceId' is not present or is present and i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for
#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present for a configuration in 
 'NetworkInterfaces'
#       And: 'AssociatePublicIpAddress' is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LAUNCH_TEMPLATE_TYPE = "AWS::EC2::LaunchTemplat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launch_templates = Resources.*[ Type == %EC2_LAUNCH_TEMPLAT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2_launch_template_public_ip_dis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launch_templates not empty { 
    check(%ec2_launch_templates.Properties) 
        << 
        [CT.EC2.PR.9]: Require any Amazon EC2 launch template not to auto-assign public IP 
 addresses to network interfaces 
        [FIX]: Set 'AssociatePublicIpAddress' to 'false' within each 'NetworkInterfaces' 
 configuration in 'LaunchTemplateData'. 
        >>
}

rule ec2_launch_template_public_ip_dis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LAUNCH_TEMPLATE_TYPE) { 
    check(%INPUT_DOCUMENT.%EC2_LAUNCH_TEMPLAT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9]: Require any Amazon EC2 launch template not to auto-assign public IP 
 addresses to network interfaces 
        [FIX]: Set 'AssociatePublicIpAddress' to 'false' within each 'NetworkInterfaces' 
 configuration in 'LaunchTemplateData'.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2_launch_templates) { 
    %ec2_launch_templates[ 
        # Scenario 2 
        filter_launch_template(this) 
    ] { 
        LaunchTemplateData { 
            NetworkInterfaces[ 
                # Scenario 3 and 4 
                filter_network_interfaces(this) 
            ] { 
                # Scenario 5 and 6 
                AssociatePublicIpAddress exists 
                AssociatePublicIpAddress == false 
            } 
        } 
    }
}

rule filter_launch_template(ec2_launch_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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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_launch_template { 
        LaunchTemplateData exists 
        LaunchTemplateData is_struct 
        LaunchTemplateData { 
            NetworkInterfaces exists 
            NetworkInterfaces is_list 
            NetworkInterfaces not empty 
        } 
    }
}

rule filter_network_interfaces(network_interface) { 
    %network_interface { 
        NetworkInterfaceId not exists or 
        filter_property_is_empty_string(NetworkInterfaceId) or 
        filter_exclude_valid_local_reference(%INPUT_DOCUMENT, NetworkInterfaceId, 
 "AWS::EC2::NetworkInterface") 
    }
}

rule filter_property_is_empty_string(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filter_exclude_valid_local_reference(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this not is_string 
        this is_struct 

        when this.'Fn::GetAtt' exists { 
            'Fn::GetAtt' { 
                when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 
                    this not exists 
                } 
                this exists 
            } 
        } 
        when this.'Fn::GetAtt' not exists { 
            this exists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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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T.EC2.PR.9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 
          AssociatePublicIpAddress: fals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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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nchTemplateData: 
        NetworkInterfaces: 
        - DeviceIndex: 0 
          SubnetId: 
            Ref: Subnet 
          AssociatePublicIpAddress: true 

     

[CT.EC2.PR.10] Amazon CloudWatch 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EC2 시작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C2 시작 템플릿에 세부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LaunchTemplat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10규칙 사양 (p. 47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10
규칙 사양 (p. 47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10예
제 템플릿 (p. 475)

설명

모니터링은 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생하는 다중 지점 
실패를 보다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AWS 솔루션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
다. 보안 관점에서 볼 때 로깅은 future 보안 사고 발생 시 포렌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에서LaunchTemplateData set이 로Enabled 설정된Monitoring 구성을 제공하십시오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시작 템플릿 - 예제

세부 모니터링이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Amazon EC2 시작 템플릿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
니다.

JSON 예

{ 
    "EC2LaunchTemplate": {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 
            "LaunchTemplateData": { 
                "Monitoring": { 
                    "Enabled":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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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예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Monitoring: 
        Enabled: true 

                 

CT.EC2.PR.10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2_launch_template_monitor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the Amazon EC2 launch template has detailed monitoring 
 enabled.
#  
# Reports on:
#   AWS::EC2::LaunchTemplat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2 launch templat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Monitoring.Enabled'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nd is empty.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Monitoring.Enabled' has been provided
#        And: 'LaunchTemplateData.Monitoring.Enabled' is equal to a value other than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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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launch template resource
#        And: 'LaunchTemplateData.Monitoring.Enabled' has been provided
#        And: 'LaunchTemplateData.Monitoring.Enabled' is equal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LAUNCH_TEMPLATE_TYPE = "AWS::EC2::LaunchTemplat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launch_templates = Resources.*[ Type == %EC2_LAUNCH_TEMPLAT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2_launch_template_monitor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this) 
                                                       %ec2_launch_templates not empty { 
    check(%ec2_launch_templates.Properties) 
        << 
        [CT.EC2.PR.10]: Require Amazon EC2 launch templates to have Amazon CloudWatch 
 detailed monitoring activated 
        [FIX]: In 'LaunchTemplateData', provide a 'Monitoring' configuration with 'Enabled' 
 set to 'true'. 
        >>
}

rule ec2_launch_template_monitor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LAUNCH_TEMPLATE_TYPE) { 
    check(%INPUT_DOCUMENT.%EC2_LAUNCH_TEMPLAT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10]: Require Amazon EC2 launch templates to have Amazon CloudWatch 
 detailed monitoring activated 
        [FIX]: In 'LaunchTemplateData', provide a 'Monitoring' configuration with 'Enabled' 
 set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2_launch_template) { 
    %ec2_launch_template { 
        # Scenario 2 
        LaunchTemplateData exists 
        LaunchTemplateData is_struct 

        LaunchTemplateData { 
            Monitoring exists 
            Monitoring is_struct 

            # Scenario 3 and 4 
            Monitoring { 
                Enabled exists 
                Enabled == true 
            } 

        } 
    }
}

#
# Utilit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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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10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Monitoring: 
          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2LaunchTemplate: 
    Type: AWS::EC2::LaunchTemplate 
    Properties: 
      LaunchTemplateData: 
        Monitoring: 
          Enabled: false 

     

[CT.EC2.PR.11] Amazon EC2 서브넷이 퍼블릭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지 않도
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VPC 서브넷이 퍼블릭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Subne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11규칙 사양 (p. 47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11
규칙 사양 (p.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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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11예
제 템플릿 (p. 479)

설명

모든 서브넷은 해당 서브넷에서 생성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퍼블릭 IPv4 주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이 속성이 활성화된 서브넷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
당된 퍼블릭 IP 주소가 인스턴스에 할당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VPC 서브넷의 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퍼블릭 IP 주소의 자동 할당
을 비활성화합니다.

• 이 제어가 작동하면 리소스 수준 설정을 통해 공용 IP 주소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 시작 시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기본 구성을 사용하려면MapPublicIpOnLaunch 속성을 생략하거나MapPublicIpOnLaunch 속성을 로 
설정합니다fals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VPC 서브넷 - 예제 1

Amazon VPC 서브넷은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 퍼블릭 IP 주소의 자동 할당을 비활성화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ubnet":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 
                ] 
            } 
        } 
    }
} 
                 

YAML 예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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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GetAZs ''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VPC 서브넷 - 예제 2

Amazon VPC 서브넷은 속성을 통한 퍼블릭 IP 주소의 자동 할당을MapPublicIpOnLaunch 비활성화하도
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ubnet":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VpcId": { 
                "Ref": "VPC" 
            },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 
                ] 
            }, 
            "MapPublicIpOnLaunch": false 
        } 
    }
} 
                 

YAML 예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 
    MapPublicIpOnLaunch: false 

                 

CT.EC2.PR.1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 Rule Identifier:
#   subnet_auto_assign_public_ip_disabled_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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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VPC subnets automatically assign public IP 
 addresses.
#  
# Reports on:
#   AWS::EC2::Subne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2 subne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subnet resource
#       And: 'MapPublicIpOnLaunch' is present and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subnet resource
#       And: 'MapPublicIpOnLaunch' is not present
#      Then: PASS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2 subnet resource
#       And: 'MapPublicIpOnLaunch' is present and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SUBNET_TYPE  = "AWS::EC2::Subne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subnets = Resources.*[ Type == %EC2_SUBNE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ubnet_auto_assign_public_ip_dis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subnets not empty { 
    check(%ec2_subnets.Properties) 
        << 
        [CT.EC2.PR.11]: Require that an Amazon EC2 subnet does not automatically assign 
 public IP addresses 
        [FIX]: Omit the 'MapPublicIpOnLaunch' property to use the default configuration, or 
 set the 'MapPublicIpOnLaunch' property to 'false'. 
        >>
}

rule subnet_auto_assign_public_ip_dis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SUBNET_TYPE) { 
    check(%INPUT_DOCUMENT.%EC2_SUBNET_TYPE.resourc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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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EC2.PR.11]: Require that an Amazon EC2 subnet does not automatically assign 
 public IP addresses 
        [FIX]: Omit the 'MapPublicIpOnLaunch' property to use the default configuration, or 
 set the 'MapPublicIpOnLaunch' property to 'fals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2_subnet) { 
    %ec2_subnet { 
        # Scenario 3 
        MapPublicIpOnLaunch not exists or 
        # Scenarios 2 and 4 
        MapPublicIpOnLaunch == fals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1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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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MapPublicIpOnLaunch: true 

     

[CT.EC2.PR.12]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하나의 ENI만 구성하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가 여러 ENI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
페이스) 를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2::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2.PR.12규칙 사양 (p. 48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12
규칙 사양 (p. 48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2.PR.12예
제 템플릿 (p. 483)

설명

여러 ENI로 인해 듀얼 홈 인스턴스, 즉 여러 서브넷이 있는 인스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으로 
인해 네트워크 보안이 복잡해지고 의도하지 않은 네트워크 경로 및 액세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규칙은 여러 ENI를 사용해야 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EKS 클러스터에 속한 EC2 인스턴스에 둘 이상의 ENI가 있는 경우 이 제어는 실패합니
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하나의 ENI만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를 구성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 예

단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EC2 인스턴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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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2Instance": {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 
            "ImageId": { 
                "Ref": "LatestAmiId" 
            }, 
            "NetworkInterfaces": [ 
                { 
                    "SubnetId": { 
                        "Ref": "TestSubnet" 
                    }, 
                    "DeviceIndex": 0 
                } 
            ] 
        } 
    }
} 
                 

YAML 예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NetworkInterfaces: 
      - SubnetId: !Ref 'TestSubnet' 
        DeviceIndex: 0 

                 

CT.EC2.PR.1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2_instance_multiple_eni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instances use multiple ENIs 
 (Elastic Network Interfaces)
#   or Elastic Fabric Adapters (EFAs).
#  
# Reports on:
#   AWS::EC2::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C2 instance resources

481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not present or is present and contains 0 configurations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present and contains >1 configurations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2 instance resource
#       And: 'NetworkInterfaces' is present
#       And: 'NetworkInterfaces' is present and contains 1 configuration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2_INSTANCE_TYPE = "AWS::EC2::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2_instances = Resources.*[ Type == %EC2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2_instance_multiple_eni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2_instances not empty { 
    check(%ec2_instances.Properties) 
        << 
        [CT.EC2.PR.12]: Require an Amazon EC2 instance to configure one ENI only 
        [FIX]: Configure Amazon EC2 instances with only one ENI. 
        >>

}

rule ec2_instance_multiple_eni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2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EC2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2.PR.12]: Require an Amazon EC2 instance to configure one ENI only 
        [FIX]: Configure Amazon EC2 instances with only one ENI.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2_instance) { 
    %ec2_instance [ 
        # Scenario 2 
        NetworkInterfaces exists 
        NetworkInterfaces is_list 
        NetworkInterfaces not empty 
    ] { 
        # Scenario 3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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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Interfaces[1] not exist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2.PR.1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micro 
      NetworkInterfaces: 
      - SubnetId: 
          Ref: Subnet 
        DeviceIndex: 0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Parameters: 
  LatestAmiId: 
    Description: Region specific latest AMI ID from the Parameter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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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SSM::Parameter::Value<AWS::EC2::Image::Id> 
    Default: /aws/service/ami-amazon-linux-latest/amzn2-ami-hvm-x86_64-gp2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EC2Instance: 
    Type: AWS::EC2::Instance 
    Properties: 
      ImageId: 
        Ref: LatestAmiId 
      InstanceType: t3.micro 
      NetworkInterfaces: 
      - SubnetId: 
          Ref: Subnet 
        DeviceIndex: 0 
      - SubnetId: 
          Ref: Subnet 
        DeviceIndex: 1 

     

Amazon Elastic Container 레지스트리 제어
주제

• [CT.ECR.PR.1]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 수명 주기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p. 484)
• [CT.ECR.PR.2] Amazon ECR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에 이미지 스캔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

다. (p. 488)
• [CT.ECR.PR.3] Amazon ECR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에 태그 불변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p. 492)

[CT.ECR.PR.1]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 수명 주기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
니다.
이 컨트롤은 프라이빗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 하나 이상의 수명 
주기 정책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R::Repositor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R.PR.1규칙 사양 (p. 48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R.PR.1
규칙 사양 (p. 48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R.PR.1예
제 템플릿 (p.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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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Amazon ECR 수명 주기 정책은 리포지토리의 이미지에 대한 수명 주기 관리를 지정합니다. 수명 주기 정책
을 구성하여 사용 기간 또는 개수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를 정리하고 이미지 만료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하면 저장소에서 오래된 이미지를 실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LifecyclePolicy구성을 제공하고 Amazon ECR 리포지토리 수명 주기 정책을 설정합니
다LifecyclePolicyText.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 - 예제

수명 주기 정책을 가진 Amazon ECR 리포지토리를 구성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RRepository": {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 
            "LifecyclePolicy": { 
                "LifecyclePolicyText": "{\n  \"rules\": [\n    {\n      \"rulePriority\": 
 1,\n      \"description\": \"Expire images older than 14 days\",\n      \"selection\": {\n 
        \"tagStatus\": \"untagged\",\n        \"countType\": \"sinceImagePushed\",\n        
 \"countUnit\": \"days\",\n        \"countNumber\": 14\n      },\n      \"action\": {\n     
    \"type\": \"expire\"\n      }\n    }\n  ]\n}\n" 
            } 
        } 
    }
} 
                 

YAML 예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LifecyclePolicy: 
      LifecyclePolicyText: | 
        { 
          "rules": [ 
            { 
              "rulePriority": 1, 
              "description": "Expire images older than 14 days", 
              "selection": { 
                "tagStatus": "untagged", 
                "countType": "sinceImagePushed", 
                "countUnit": "days", 
                "countNumber": 14 
              }, 
              "action": { 
                "type": "expir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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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CR.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r_private_lifecycle_policy_configur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 private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ECR) 
 repository has at least one lifecycle policy configured.
#  
# Reports on:
#    AWS::ECR::Repositor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R repositor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LifecyclePolicy' is not presen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LifecyclePolicy' is present
#      And: 'LifecyclePolicyText' has not been provided in the 'LifecyclePolicy' 
 configuration or has been provided as
#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LifecyclePolicy' is present
#      And: 'LifecyclePolicyText' has been provided in the 'LifecyclePolicy' configuration 
 with a non-empty string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R_REPOSITORY_TYPE = "AWS::ECR::Repository"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r_repositories = Resources.*[ Type == %ECR_REPOSITOR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r_private_lifecycle_policy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r_repositories not emp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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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cr_repositories.Properties) 
        << 
        [CT.ECR.PR.1]: Require Amazon ECR repositories to have a lifecycle policy 
 configured 
            [FIX]: Provide a 'LifecyclePolicy' configuration and set 'LifecyclePolicyText' 
 to an Amazon ECR repository lifecycle policy. 
        >>
}

rule ecr_private_lifecycle_policy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R_REPOSITORY_TYPE) { 
    check(%INPUT_DOCUMENT.%ECR_REPOSITORY_TYPE.resourceProperties) 
        << 
        [CT.ECR.PR.1]: Require Amazon ECR repositories to have a lifecycle policy 
 configured 
            [FIX]: Provide a 'LifecyclePolicy' configuration and set 'LifecyclePolicyText' 
 to an Amazon ECR repository lifecycle polic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r_repository) { 
    %ecr_repository { 
        #Scenario 3 
        LifecyclePolicy exists 
        LifecyclePolicy is_struct 
        LifecyclePolicy { 
            #Scenario 4 
            LifecyclePolicyText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LifecyclePolicyText) 
        }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R.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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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LifecyclePolicy: 
        LifecyclePolicyText: | 
          { 
            "rules": [ 
              { 
                "rulePriority": 1, 
                "description": "Expire images older than 14 days", 
                "selection": { 
                  "tagStatus": "untagged", 
                  "countType": "sinceImagePushed", 
                  "countUnit": "days", 
                  "countNumber": 14 
                }, 
                "action": { 
                  "type": "expire" 
                } 
              } 
            ]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 

     

[CT.ECR.PR.2] Amazon ECR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에 이미지 스캔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프라이빗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서 이미지 스캔을 활
성화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R::Repositor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R.PR.2규칙 사양 (p. 48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R.PR.2
규칙 사양 (p. 48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R.PR.2예
제 템플릿 (p. 491)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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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R 이미지 스캔은 컨테이너 이미지의 소프트웨어 취약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mazon 
ECR은 오픈 소스 Clair 프로젝트의 CVE (일반적인 취약성 및 노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스캔 결과 목
록을 제공합니다.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서 이미지 스캔을 활성화하면 저장되는 이미지의 무결성 및 안
전성에 대한 검증 계층이 추가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ScanOnPushImageScanningConfiguration로 설정합니다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 - 예제

이미지 검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Amazon ECR 리포지토리를 사용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
다.

JSON 예

{ 
    "ECRRepository": {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 
            "ImageScanningConfiguration": { 
                "ScanOnPush": true 
            } 
        } 
    }
} 
                 

YAML 예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ImageScanningConfiguration: 
      ScanOnPush: true 

                 

CT.ECR.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r_private_image_scann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 private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Amazon ECR) 
 repository has image scanning enabled.
#  
# Reports on:
#   AWS::ECR::Repository
#  
# Eval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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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CR repositor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ImageScanningConfiguration.ScanOnPush'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ImageScanningConfiguration.ScanOnPush'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a value 
 other than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ImageScanningConfiguration.ScanOnPush'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R_REPOSITORY_TYPE = "AWS::ECR::Repository"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r_repositories = Resources.*[ Type == %ECR_REPOSITOR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r_private_image_scann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r_repositories not empty { 
    check(%ecr_repositories.Properties) 
        << 
        [CT.ECR.PR.2]: Require Amazon ECR private repositories to have image scanning 
 enabled 
        [FIX]: Set 'ScanOnPush' in 'ImageScanningConfiguration' to 'true'. 
        >>
}

rule ecr_private_image_scann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R_REPOSITORY_TYPE) { 
    check(%INPUT_DOCUMENT.%ECR_REPOSITORY_TYPE.resourceProperties) 
        << 
        [CT.ECR.PR.2]: Require Amazon ECR private repositories to have image scanning 
 enabled 
        [FIX]: Set 'ScanOnPush' in 'ImageScanningConfiguration' to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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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r_repository) { 
    %ecr_repository { 
        # Scenario 2 
        ImageScanningConfiguration exists 
        ImageScanningConfiguration is_struct 

        ImageScanningConfiguration { 
            # Scenario 3 and 4 
            ScanOnPush exists 
            ScanOnPush == true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R.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ImageScanningConfiguration: 
        ScanOnPush: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ImageScanningConfiguration: 
        ScanOnPush: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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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CR.PR.3] Amazon ECR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에 태그 불변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프라이빗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서 태그 불변성을 활
성화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R::Repositor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R.PR.3규칙 사양 (p. 49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R.PR.3
규칙 사양 (p. 49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R.PR.3예
제 템플릿 (p. 494)

설명

Amazon ECR 태그 불변성을 통해 고객은 이미지의 설명 태그를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여 이
미지를 추적하고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변경 불가능한 태그는 정적이므로 각 태그는 고유한 이미지
를 참조합니다. 정적 태그를 사용하면 항상 동일한 이미지가 배포되므로 이 태깅은 안정성과 확장성을 향상
시킵니다. 태그 불변성을 구성하면 태그가 재정의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격 대상 영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ImageTagMutability를 IMMUTABL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R 리포지토리에 - 예제

변경할 수 없는 태그로 구성된 Amazon ECR 리포지토리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RRepository": {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 
            "ImageTagMutability": "IMMUTABLE" 
        } 
    }
} 
                 

YAML 예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ImageTagMutability: IMMU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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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CR.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r_private_tag_immutability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 private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Amazon ECR) 
 repository has tag immutability enabled.
#  
# Reports on:
#   AWS::ECR::Repositor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CR repositor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ImageTagMutability'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ImageTagMutability' has been provided with a value of 'MUTABL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R repository resource
#       And: 'ImageTagMutability' has been provided with a value of 'IMMUTABL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R_REPOSITORY_TYPE = "AWS::ECR::Repository"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r_repositories = Resources.*[ Type == %ECR_REPOSITOR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r_private_tag_immutability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r_repositories not empty { 
    check(%ecr_repositories.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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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ECR.PR.3]: Require Amazon ECR private repositories to have tag immutability 
 enabled 
        [FIX]: Set 'ImageTagMutability' to 'IMMUTABLE'. 
        >>
}

rule ecr_private_tag_immutability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R_REPOSITORY_TYPE) { 
    check(%INPUT_DOCUMENT.%ECR_REPOSITORY_TYPE.resourceProperties) 
        << 
        [CT.ECR.PR.3]: Require Amazon ECR private repositories to have tag immutability 
 enabled 
        [FIX]: Set 'ImageTagMutability' to 'IMMUTABL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r_repository) { 
    %ecr_repository { 
        # Scenario 2, 3 and 4 
        ImageTagMutability exists 
        ImageTagMutability == "IMMUTABL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R.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ImageTagMutability: IMMUTABL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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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RRepository: 
    Type: AWS::ECR::Repository 
    Properties: 
      ImageTagMutability: MUTABLE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Control
주제

• [CT.ECS.PR.1] Amazon ECS Fargate 서비스를 최신 Fargate 플랫폼 버전에서 실행해야 합니
다. (p. 495)

• [CT.ECS.PR.2] 모든 Amazon ECS 클러스터에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
다. (p. 502)

• [CT.ECS.PR.3] Amazon ECS 작업 정의에 루트가 아닌 사용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p. 506)
• [CT.ECS.PR.4] Amazon ECS 작업에 'awsvpc' 네트워킹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p. 510)
• [CT.ECS.PR.5] 로깅 구성을 갖추려면 활성 Amazon ECS 작업 정의가 필요합니다. (p. 514)
• [CT.ECS.PR.6] Amazon ECS 컨테이너가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요

청 (p. 520)
• [CT.ECS.PR.7] Amazon ECS 작업 정의에 특정 메모리 사용량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p. 524)
• [CT.ECS.PR.8] Amazon ECS 작업 정의에 보안 네트워킹 모드 및 사용자 정의가 있어야 합니

다. (p. 528)
• [CT.ECS.PR.9] Amazon ECS 서비스에서 퍼블릭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지 않도록 요구 (p. 534)
• [CT.ECS.PR.10] Amazon ECS 작업 정의가 호스트의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지 않도록 요

구 (p. 540)
• [CT.ECS.PR.11] Amazon ECS 컨테이너를 비특권 상태로 실행해야 함 (p. 545)
• [CT.ECS.PR.12] Amazon ECS 작업 정의가 비밀을 컨테이너 환경 변수로 전달하지 않도록 요

구 (p. 549)

[CT.ECS.PR.1] Amazon ECS Fargate 서비스를 최신 Fargate 플랫폼 버전에서 실
행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Fargate 서비스가 지정된 버전 번호가 아
닌LATEST 플랫폼 버전을 사용하여 배포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Servi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1규칙 사양 (p. 49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1
규칙 사양 (p. 49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1 예
제 템플릿 (p. 500)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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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Fargate플랫폼 버전은 커널 및 컨테이너 실행 시간 버전의 조합인 Fargate 태스크 인프라를 위한 특정 
실행 시간 환경을 나타냅니다. 런타임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새 플랫폼 버전이 출시됩니다. 예를 들어 커널 
또는 운영 체제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 버그 수정 또는 보안 업데이트용으로 새 버전이 릴리스될 수 있습니
다.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는 Fargate태스크에서 자동 배포됩니다. 플랫폼 버전에 영향을 주는 보안 문제가 
확인되면 AWS는 플랫폼 버전을 패치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다음과 같은 Amazon ECS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LaunchType.FARGATE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로LaunchType 설정된 경우 속성을 로FARGATELATEST 설정하거나PlatformVersion 속성을 생략합니
다 (기본값:LATEST).PlatformVersion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서비스 — 예제 1

Amazon ECS 서비스는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LATEST 플랫폼 버전을 사용하여 배포하도록 구
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Service": {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 
            "Cluster": { 
                "Ref": "ECSCluster" 
            }, 
            "DesiredCount": 1, 
            "TaskDefinition": { 
                "Ref": "ECSTaskDefinition" 
            }, 
            "Network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 
                    "AssignPublicIp": "DISABLED",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 
            }, 
            "LaunchType": "FARGATE" 
        } 
    }
} 
                 

YAML 예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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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1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AssignPublicIp: DISABLED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LaunchType: FARGAT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서비스 — 예제 2

Amazon ECS 서비스는PlatformVersion 속성을 통해LATEST 플랫폼 버전을 사용하여 배포하도록 구성
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Service": {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 
            "Cluster": { 
                "Ref": "ECSCluster" 
            }, 
            "DesiredCount": 1, 
            "TaskDefinition": { 
                "Ref": "ECSTaskDefinition" 
            }, 
            "Network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 
                    "AssignPublicIp": "DISABLED",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 
            }, 
            "LaunchType": "FARGATE", 
            "PlatformVersion": "LATEST" 
        } 
    }
} 
                 

YAML 예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1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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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AssignPublicIp: DISABLED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LaunchType: FARGATE 
    PlatformVersion: LATEST 

                 

CT.ECS.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fargate_latest_platform_version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Fargate 
 services are configured to deploy using the 'LATEST' platform version rather than a 
 specified version number.
#  
# Reports on:
#   AWS::ECS::Servi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LaunchType' is not presen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LaunchType' is present and not set to 'FARGATE'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LaunchType' is present and set to 'FARGATE'
#       And: 'PlatformVersion' is present and not set to 'LATEST'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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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aunchType' is present and set to 'FARGATE'
#       And: 'PlatformVersion' is not present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LaunchType' is present and set to 'FARGATE'
#       And: 'PlatformVersion' is set to 'LATE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SERVICE_TYPE = "AWS::ECS::Servic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services = Resources.*[ Type == %ECS_SERVI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fargate_latest_platform_version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services not empty { 
    check(%ecs_services.Properties) 
        << 
        [CT.ECS.PR.1]: Require Amazon ECS Fargate Services to run on the latest Fargate 
 platform version 
        [FIX]: When 'LaunchType' is set to 'FARGATE', set the 'PlatformVersion' property to 
 'LATEST' or omit the 'PlatformVersion' property (default: 'LATEST'). 
        >>
}

rule ecs_fargate_latest_platform_version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SERVICE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SERVIC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1]: Require Amazon ECS Fargate Services to run on the latest Fargate 
 platform version 
        [FIX]: When 'LaunchType' is set to 'FARGATE', set the 'PlatformVersion' property to 
 'LATEST' or omit the 'PlatformVersion' property (default: 'LATEST').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service) { 
    %ecs_service [ filter_launch_type_is_fargate(this) ]{ 
        # Scenario 5 
        PlatformVersion not exists  or 

        # Scenario 4 and 6 
        check_fargate_version_latest(PlatformVersion) 
    }
}

rule filter_launch_type_is_fargate(ecs_service) { 
    %ecs_service { 
        # Scenario 2 
        LaunchType exists 
        LaunchType is_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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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 3 
        LaunchType == "FARGATE" 
    }
}

rule check_fargate_version_latest(property) { 
    %property { 
        this is_string 
        this == "LATEST"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1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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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CapacityProviders: 
        - FARGATE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Memory: '512' 
      RequiresCompatibilities: 
        - FARGATE 
      NetworkMode: awsvpc 
      Cpu: 256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0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AssignPublicIp: DISABLED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LaunchType: FARGA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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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CapacityProviders: 
        - FARGATE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Memory: '512' 
      RequiresCompatibilities: 
        - FARGATE 
      NetworkMode: awsvpc 
      Cpu: 256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0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AssignPublicIp: DISABLED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LaunchType: FARGATE 
      PlatformVersion: 1.4.0 

     

[CT.ECS.PR.2] 모든 Amazon ECS 클러스터에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클러스터에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활성화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2규칙 사양 (p. 50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2
규칙 사양 (p. 50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2예
제 템플릿 (p. 505)

설명

모니터링은 Amazon ECS 클러스터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CloudWatch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식 애플리케이션 및 마이크로서비스의 지표 및 로그를 
수집하고 집계하며 요약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CPU, 메모리, 디스크 및 네트워크와 같은 많은 리소스
에 대한 지표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인사이트 기능은 컨테이너 재시작 오류 등의 진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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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를 격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수
집하는 지표에 대해 CloudWatch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로containerInsights 설정되고Value 로Name 설정된 항목을 사용하여 Amazon ECS 클러스터에
서ClusterSettings 컨테이너 인사이트를enabled 활성화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클러스터 - 예제

컨테이너 인사이트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Amazon ECS 클러스터.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
다.

JSON 예

{ 
    "ECSCluster": {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 
            "ClusterSettings": [ 
                { 
                    "Name": "containerInsights", 
                    "Value": "enabled" 
                } 
            ] 
        } 
    }
} 
                 

YAML 예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lusterSettings: 
      - Name: containerInsights 
        Value: enabled 

                 

CT.ECS.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container_insights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clusters 
 have container insights enabled.
#  
# Reports on:
#   AWS::ECS::Clu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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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Amazon ECS cluster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cluster resource
#       And: 'ClusterSettings' property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cluster resource
#       And: 'ClusterSettings' property is present
#       And: An entry with 'Name' set to 'containerInsights' is not present in 
 'ClusterSettings'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cluster resource
#       And: 'ClusterSettings' property is present
#       And: An entry with 'Name' set to 'containerInsights' is present in 
 'ClusterSettings' with a 'Value' not set
#            to 'enabled'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cluster resource
#       And: 'ClusterSettings' property is present
#       And: An entry with 'Name' set to 'containerInsights' is present in 
 'ClusterSettings' with a 'Value' set to
#            'enabled'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CLUSTER_TYPE = "AWS::ECS::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clusters = Resources.*[ Type == %ECS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container_insight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clusters not empty { 
    check(%ecs_clusters.Properties) 
        << 
        [CT.ECS.PR.2]: Require any Amazon ECS cluster to have container insights activated 
        [FIX]: Enable container insights on Amazon ECS clusters with an entry in 
 'ClusterSettings' that has 'Name' set to 'containerInsights' and 'Value' set to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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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ecs_container_insight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2]: Require any Amazon ECS cluster to have container insights activated 
        [FIX]: Enable container insights on Amazon ECS clusters with an entry in 
 'ClusterSettings' that has 'Name' set to 'containerInsights' and 'Value' set to 'enabled'.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cluster) { 
    %ecs_cluster { 
        # Scenario 2 
        ClusterSettings exists 
        ClusterSettings is_list 
        ClusterSettings not empty 

        # Scenario 3, 4 and 5 
        some ClusterSettings[*] { 
            Name exists 
            Value exists 

            Name is_string 
            Value is_string 

            Name == "containerInsights" 
            Value == "enabled"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luster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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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containerInsights 
        Value: enabled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lusterSettings: 
      - Name: containerInsights 
        Value: disabled 

     

[CT.ECS.PR.3] Amazon ECS 작업 정의에 루트가 아닌 사용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작업 정의가 Amazon ECS 컨테이너 내에서 루트가 아
닌 사용자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3규칙 사양 (p. 50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3
규칙 사양 (p. 50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3예
제 템플릿 (p. 509)

설명

루트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Dockerfile에User 지시문이 포함되
어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루트 사용자 사용자로 실행됩니다. Docker에서 할당하는 기본 Linux 
기능은 루트 사용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루트 사용자로 실
행되는 컨테이너는 장치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컨테이너 정의로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User속성을 루트가 아닌 사용자 사용자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Amazon ECS 작업 정의는 컨테이너 정의와 비루트 사용자 사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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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A", 
                    "User": "sampleuser", 
                    "Memory": 256 
                } 
            ] 
        } 
    }
} 
                 

YAML 예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A 
        User: sampleuser 
        Memory: 256 

                 

CT.ECS.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task_definition_nonroot_user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task definitions run 
 as a non-root user within Amazon ECS containers.
#  
#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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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do not provide a 
 'User' property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s a 'User' property 
 set to a root user
#            value (0, 'root', '0:<group>', 'root:<group>')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All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do not have a 'User' property 
 set to a root user
#            value (0, 'root', '0:<group>', 'root:<group>')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ROOT_USER_PATTERNS = [ 0 , "0" , "root" , /^0:.*$/ , /^root:.*$/ ]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task_definition_nonroot_user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 
        [CT.ECS.PR.3]: Require any Amazon ECS task definition to specify a user that is not 
 the root 
            [FIX]: Set the 'User' property to a non-root user. 
        >>
}

rule ecs_task_definition_nonroot_user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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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ECS.PR.3]: Require any Amazon ECS task definition to specify a user that is not 
 the root 
            [FIX]: Set the 'User' property to a non-root user.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this) 
    ]{ 
        ContainerDefinitions[*] { 
            # Scenario 3 
            User exists 

            # Scenario 4 and 5 
            User not in %ROOT_USER_PATTERNS 
        } 
    }
}

rule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ContainerDefinitions exists 
        ContainerDefinitions is_list 
        ContainerDefinition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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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ExampleContainerA 
        User: exampleuser 
        Memory: 256 
      - Name: ExampleContainerB 
        Image: alpine:latest 
        User: exampleuser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A 
        User: exampleuser 
        Memory: 256 
      - Name: ExampleContainerB 
        Image: alpine:latest 
        User: root 

     

[CT.ECS.PR.4] Amazon ECS 작업에 'awsvpc' 네트워킹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작업 정의의 네트워킹 모드가 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
인합니다awsvpc.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4규칙 사양 (p. 51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4
규칙 사양 (p. 51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4예
제 템플릿 (p. 514)

설명

Amazon ECS는 다른awsvpc 네트워크 모드를 사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네트워크 모드 사용
을 권장합니다. awsvpc네트워크 모드는 컨테이너 네트워킹을 간소화하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서
로, 또는 다른 서비스와 통신하는 방식을 VPC 내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awsvpc네트워크 모드는 태
스크 내 세부 수준에서 보안 그룹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컨테이너
의 보안을 강화합니다. 각 태스크는 고유한 elastic network interface (ENI) 를 받으므로 태스크 간의 트래픽
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VPC 흐름 로그와 같은 기타 Amazon EC2 네트워킹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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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EC2 및 시작 유형에 대한 Amazon ECS 작업 정의에만 적용됩니다Fargate.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EC2 또는awsvpc 에 배포하는 Amazon ECS 작업의 경우 로 설정합니다NetworkModeAWS 
Fargat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Amazon ECS 작업 정의가awsvpc 네트워킹 모드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esources": {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ContainerDefinitions": [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 
                ], 
                "Memory": 512, 
                "NetworkMode": "awsvpc" 
            } 
        } 
    }
} 
                 

YAML 예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Memory: 512 
      NetworkMode: awsvpc 

                 

CT.ECS.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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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le Identifier:
#   ecs_awsvpc_network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the networking mode fo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task definitions is set to 'awsvpc'.
#  
#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RequiresCompatibilities' is present and only has one entry in the list set to 
 'EXTERNAL'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RequiresCompatibilities' is either not present or set to a list with entries 
 that include 'EC2',
#            'FARGATE' or both.
#       And: 'NetworkMode' is not presen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RequiresCompatibilities' is either not present or set to a list with entries 
 that include 'EC2',
#            'FARGATE' or both.
#       And: 'NetworkMode' is present
#       And: 'NetworkMode' is not set to 'awsvpc'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RequiresCompatibilities' is either not present or set to a list with entries 
 that include 'EC2',
#            'FARGATE' or both.
#       And: 'NetworkMode' is present
#       And: 'NetworkMode' is set to 'awsvpc'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ALLOWED_NETWORK_MODES = [ "awsvpc" ]
let SUPPORTED_LAUNCH_PLATFORMS = [ "EC2" , "FARG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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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awsvpc_network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 
        [CT.ECS.PR.4]: Require Amazon ECS tasks to use 'awsvpc' networking mode 
            [FIX]: Set 'NetworkMode' to 'awsvpc' for Amazon ECS tasks that deploy to Amazon 
 EC2 or AWS Fargate. 
        >>
}

rule ecs_awsvpc_network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4]: Require Amazon ECS tasks to use 'awsvpc' networking mode 
            [FIX]: Set 'NetworkMode' to 'awsvpc' for Amazon ECS tasks that deploy to Amazon 
 EC2 or AWS Fargat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filter_external_task_definitions(this) ] { 
        # Scenario 3 
        NetworkMode exists 

        # Scenario 4 and 5 
        NetworkMode is_string 
        NetworkMode in %ALLOWED_NETWORK_MODES 
    }
}

rule filter_external_task_definitions(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RequiresCompatibilities not exists or 
        filter_supported_task_definitions(RequiresCompatibilities) 
    }
}

rule filter_supported_task_definitions(requires_compatibilities) { 
    %requires_compatibilities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some this[*] in %SUPPORTED_LAUNCH_PLATFORM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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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 
      Memory: 512 
      NetworkMode: awsvpc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 
      Memory: 512 

     

[CT.ECS.PR.5] 로깅 구성을 갖추려면 활성 Amazon ECS 작업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컨테이너 서비스 (ECS) 작업 정의에 지정된 로깅 구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5규칙 사양 (p. 51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5
규칙 사양 (p.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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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5예
제 템플릿 (p. 518)

설명

모니터링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와AWS 환경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발생하는 다중 지점 실패를 디버깅할 수 있도록AWS 환경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모니터
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컨테이너 정의로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각 컨테이너 정의에 대해LogDriver 속성을 지원되는 로그 드라이버로LogConfiguration 설정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Amazon ECS 작업 정의는 각 컨테이너 정의에 대해 Amazon Logs에 CloudWatch 로그 정보를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 
                    "Name": "ContainerA", 
                    "Image": "nginx:latest", 
                    "Essential": true, 
                    "LogConfiguration": { 
                        "LogDriver": "awslogs", 
                        "Options": { 
                            "awslogs-group": { 
                                "Ref": "LogGroup" 
                            }, 
                            "awslogs-stream-prefix": "Container-A-LogStream", 
                            "awslogs-region": { 
                                "Ref": "AWS::Region" 
                            } 
                        } 
                    } 
                }, 
                { 
                    "Name": "ContainerB", 
                    "Image": "nginx:latest", 
                    "LogConfiguration": { 
                        "LogDriver": "awslogs", 
                        "Options": { 
                            "awslogs-group": { 
                                "Ref": "LogGroup" 
                            }, 
                            "awslogs-stream-prefix": "Container-B-LogStream", 
                            "awslogs-region": { 
                                "Ref": "AWS::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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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YAML 예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Name: ContainerA 
        Image: nginx:latest 
        Essential: true 
        LogConfiguration: 
          LogDriver: awslogs 
          Options: 
            awslogs-group: !Ref 'LogGroup' 
            awslogs-stream-prefix: Container-A-LogStream 
            awslogs-region: !Ref 'AWS::Region' 
      - Name: ContainerB 
        Image: nginx:latest 
        LogConfiguration: 
          LogDriver: awslogs 
          Options: 
            awslogs-group: !Ref 'LogGroup' 
            awslogs-stream-prefix: Container-B-LogStream 
            awslogs-region: !Ref 'AWS::Region' 

                 

CT.ECS.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task_definition_log_configuration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task definitions 
 have a logging configuration specified.
#  
#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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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do not have 
 'LogConfiguration' set or it is set
#            to an empty struc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LogConfiguration' property present
#       And: 'LogConfiguration.LogDriver' is not present or is set to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All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LogConfiguration' 
 property present
#       And: 'LogConfiguration.LogDriver' is present and set to a non-empty string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task_definition_log_configuration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 
        [CT.ECS.PR.5]: Require an active Amazon ECS task definition to have a logging 
 configuration 
            [FIX]: For each container definition, within 'LogConfiguration' set the 
 'LogDriver' property to a supported log driver. 
        >>
}

rule ecs_task_definition_log_configuration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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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ECS.PR.5]: Require an active Amazon ECS task definition to have a logging 
 configuration 
            [FIX]: For each container definition, within 'LogConfiguration' set the 
 'LogDriver' property to a supported log driver.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this) 
    ]{ 
        ContainerDefinitions[*] { 
            # Scenario 3 
            LogConfiguration exists 
            LogConfiguration is_struct 
            LogConfiguration not empty 

            # Scenario 4 and 5 
            LogConfiguration { 
                LogDriver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LogDriver) 
            } 
        } 
    }
}

rule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ContainerDefinitions exists 
        ContainerDefinitions is_list 
        ContainerDefinition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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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LogGroup: 
    Type: AWS::Logs::LogGroup 
    DeletionPolicy: Delete 
    UpdateReplacePolicy: Delete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Name: ContainerA 
        LogConfiguration: 
          LogDriver: awslogs 
          Options: 
            awslogs-group: 
              Ref: LogGroup 
            awslogs-stream-prefix: Container-A-LogStream 
            awslogs-region: 
              Ref: AWS::Region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 Name: ContainerB 
        LogConfiguration: 
          LogDriver: awslogs 
          Options: 
            awslogs-group: 
              Ref: LogGroup 
            awslogs-stream-prefix: Container-B-LogStream 
            awslogs-region: 
              Ref: AWS::Region 
        Image: nginx:lates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LogGroup: 
    Type: AWS::Logs::LogGroup 
    DeletionPolicy: Delete 
    UpdateReplacePolicy: Delete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Name: ContainerA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 Name: ContainerB 
        Image: nginx:latest 
        LogConfiguration: 
          LogDriver: awslogs 
          Options: 
            awslogs-group: 
              Ref: LogGroup 
            awslogs-stream-prefix: Container-B-LogStream 
            awslogs-region: 
              Ref: AWS::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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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CS.PR.6] Amazon ECS 컨테이너가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
스를 허용하도록 요청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태스크 정의가 컨테이너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요구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6규칙 사양 (p. 52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6
규칙 사양 (p. 52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6예
제 템플릿 (p. 523)

설명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보안 공격 벡터가 줄어듭니다. 활성화되면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파일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 폴더 및 디렉터리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한 변조하거나 쓸 수 없습니다. 
이 컨트롤은 최소 권한 원칙을 준수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Windows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Amazon ECS 작업 정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ReadonlyRootFilesystem속성을true for all로 설정합니다ContainerDefinitions.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컨테이너 루트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이 있는 Amazon ECS 작업 정의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ContainerDefinitions": [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A", 
                    "ReadonlyRootFilesystem":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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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mage": "alpine:latest", 
                    "Name": "SampleContainerB", 
                    "ReadonlyRootFilesystem": true 
                } 
            ], 
            "Memory": "512" 
        } 
    }
} 
                 

YAML 예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A 
        ReadonlyRootFilesystem: true 
      - Image: alpine:latest 
        Name: SampleContainerB 
        ReadonlyRootFilesystem: true 
    Memory: '512' 

                 

CT.ECS.PR.6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Rule Identifier:
#   ecs_containers_readonly_acces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task 
 definitions have been configured to require read-only access to container root 
 filesystems.
#  
#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Amazo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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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not present or is empty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do not have 
 'ReadonlyRootFilesystem' presen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the value of 
 'ReadonlyRootFilesystem' set to
#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All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the value of 
 'ReadonlyRootFilesystem' set to
#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containers_readonly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 
        [CT.ECS.PR.6]: Require Amazon ECS containers to allow read-only access to the root 
 filesystem 
        [FIX]: Set the 'ReadonlyRootFilesystem' property to 'true' for all 
 'ContainerDefinitions'. 
        >>
}

rule ecs_containers_readonly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6]: Require Amazon ECS containers to allow read-only access to the root 
 filesystem 
        [FIX]: Set the 'ReadonlyRootFilesystem' property to 'true' for all 
 'ContainerDefini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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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this) ]{ 
        ContainerDefinitions[*] { 
            # Scenario 3 
            ReadonlyRootFilesystem exists 

            # Scenario 4 
            ReadonlyRootFilesystem == true 
        } 
    }
}

rule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ContainerDefinitions exists 
        ContainerDefinitions is_list 
        ContainerDefinition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A 
        ReadonlyRootFilesystem: true 
      - Image: alpine:latest 
        Name: SampleContainerB 
        ReadonlyRootFilesystem: true 
      Memory: '512'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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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A 
        ReadonlyRootFilesystem: false 
      - Image: alpine:latest 
        Name: SampleContainerB 
        ReadonlyRootFilesystem: false 
      Memory: '512' 

     

[CT.ECS.PR.7] Amazon ECS 작업 정의에 특정 메모리 사용량 제한이 있어야 합니
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작업 정의가 컨테이너 정의에 메모리 제한을 지정했는
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7규칙 사양 (p. 52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7
규칙 사양 (p. 52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7예
제 템플릿 (p. 527)

설명

컨테이너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한은 컨테이너에 악의적으로 액세
스하는 경우 리소스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컨테이너 정의로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ECS 작업 정의의MemoryContainerDefinitions 속성을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Amazon ECS 작업 정의는 컨테이너 정의에 지정된 메모리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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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ContainerDefinitions": [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Memory": 256 
                } 
            ] 
        } 
    }
} 
                 

YAML 예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Memory: 256 

                 

CT.ECS.PR.7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task_definition_memory_hard_limit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task definitions 
 have specified a memory limit for container definitions.
#  
#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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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do not have 'Memory' 
 property se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Memory' property 
 set to an integer
#           value less than four (< 4)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All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Memory' property set to 
 an integer value
#            greater than or equal to four (>= 4)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task_definition_memory_hard_limit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 
        [CT.ECS.PR.7]: Require an Amazon ECS task definition to have a specific memory 
 usage limit 
            [FIX]: Set the 'Memory' property in 'ContainerDefinitions' for Amazon ECS task 
 definitions. 
        >>
}

rule ecs_task_definition_memory_hard_limit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7]: Require an Amazon ECS task definition to have a specific memory 
 usage limit 
            [FIX]: Set the 'Memory' property in 'ContainerDefinitions' for Amazon ECS task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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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this)]{ 
        ContainerDefinitions[*] { 
            # Scenario 3 
            Memory exists 

            # Scenario 4 and 5 
            Memory >= 4 
        } 
    }
}

rule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ContainerDefinitions exists 
        ContainerDefinitions is_list 
        ContainerDefinition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7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A 
        Memory: 256 
      - Image: alpine:latest 
        Name: ExampleContainerB 
        Memory: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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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A 
        Memory: 256 
      - Image: alpine:latest 
        Name: ExampleContainerB 
        Memory: 3 

     

[CT.ECS.PR.8] Amazon ECS 작업 정의에 보안 네트워킹 모드 및 사용자 정의가 있
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host 네트워킹 모드를 사용하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작업 정의에 권한이 
있는 컨테이너 정의가 있는지 여부와 루트가 아닌 사용자 정의를 지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8규칙 사양 (p. 53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8
규칙 사양 (p. 53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8예
제 템플릿 (p. 533)

설명

작업 정의에 승격된 권한이 있는 경우 이는 고객이 해당 구성을 특별히 선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어는 작
업 정의가 호스트 네트워킹을 활성화하지만 고객이 권한 상승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권한 상승을 확인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host 네트워킹 모드 및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 정의를 포함하는 Amazon ECS 작업 정
의에만 적용됩니다.

• 이 컨트롤은 Windows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Amazon ECS 작업 정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host네트워킹 모드를 사용하는 Amazon ECS 작업 정의의 경우 컨테이너 정의에서User 속성을 루트가 아
닌 사용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상승된 권한을 선택하려면Privileged 속성을 로 설정하여 컨테이너가 
권한 모드에서 실행되도록true 구성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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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1

권한이 있는 컨테이너 정의용으로 구성된 호스트 네트워킹 모드를 사용한 Amazon ECS 작업 정의.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Memory": "512", 
            "NetworkMode": "host", 
            "ContainerDefinitions": [ 
                { 
                    "Name": "SampleContainerA",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nginx:latest", 
                    "Essential": true 
                }, 
                { 
                    "Name": "SampleContainerB",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alpine:latest" 
                } 
            ] 
        } 
    }
} 
                 

YAML 예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NetworkMode: host 
    ContainerDefinitions: 
      - Name: SampleContainerA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nginx:latest 
        Essential: true 
      - Name: SampleContainerB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alpine:latest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2

루트 이외의 사용자 컨테이너 정의용으로 구성된 호스트 네트워킹 모드와 권한 모드가AWS CloudFormation 
기본값으로 비활성화된 Amazon ECS 작업 정의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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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Memory": "512", 
            "NetworkMode": "host", 
            "ContainerDefinitions": [ 
                { 
                    "Name": "SampleContainerA",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nginx:latest", 
                    "Essential": true 
                }, 
                { 
                    "Name": "SampleContainerB",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alpine:latest" 
                } 
            ] 
        } 
    }
} 
                 

YAML 예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NetworkMode: host 
    ContainerDefinitions: 
      - Name: SampleContainerA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nginx:latest 
        Essential: true 
      - Name: SampleContainerB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alpine:latest 

                 

CT.ECS.PR.8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task_definition_user_for_host_mode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task definitions 
 that use 'host' networking mode have a privileged container definition, and whether they 
 specify a non-root user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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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NetworkMode' property is either not present or set to a value other than 
 'host'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and is not an empty list
#       And: 'NetworkMode' property is present and set to 'host'
#       And: A container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s 'Privileged' property not 
 set or is set as bool(false)
#       And: This same container either does not have the 'User' property set or has it set 
 to a value that translates
#            to root user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NetworkMode' property is present and set to 'host'
#       And: All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either have the 'Privileged' 
 property set to bool(true)
#            or have their 'User' property set to a value that does not translate to root 
 user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ROOT_USER_PATTERNS = [ 0 , "0" , "root" , /^0:.*$/ , /^root:.*$/ ]
let VALID_NETWORK_MODES = [ "host" ]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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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imary Rules
#
rule ecs_task_definition_user_for_host_mode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 
        [CT.ECS.PR.8]: Require Amazon ECS task definitions to have secure networking modes 
 and user definitions 
            [FIX]: For Amazon ECS task definitions that use 'host' networking mode, your 
 container definitions must set the 'User' property to a non-root user. Also, to opt 
 into elevated privileges, configure containers to run in privileged mode by setting the  
 'Privileged' property to 'true'. 
        >>
}

rule ecs_task_definition_user_for_host_mode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8]: Require Amazon ECS task definitions to have secure networking modes 
 and user definitions 
            [FIX]: For Amazon ECS task definitions that use 'host' networking mode, your 
 container definitions must set the 'User' property to a non-root user. Also, to opt 
 into elevated privileges, configure containers to run in privileged mode by setting the  
 'Privileged' property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filter_nw_mode_container_definitions(this) 
    ]{ 
        ContainerDefinitions[*] { 
            # Scenario 4 and 5 
            check_elevated_privilege_containers(this) or 
            check_nonroot_user_containers(this) 
        } 
    }
}

rule check_elevated_privilege_containers(container_definition) { 
    %container_definition { 
        Privileged exists 
        Privileged == true 
    }
}

rule check_nonroot_user_containers(container_definition) { 
    %container_definition { 
        User exists 
        User not in %ROOT_USER_PATTERNS 
    }
}

rule filter_nw_mode_container_definitions(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ContainerDefinitions exists 
        ContainerDefinitions is_list 
        ContainerDefinitions not empty 

        #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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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Mode exists 
        NetworkMode is_string 
        NetworkMode in %VALID_NETWORK_MOD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8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NetworkMode: host 
      ContainerDefinitions: 
      - Name: ExampleContainerA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nginx:latest 
        Essential: true 
      - Name: ExampleContainerB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alpine:lates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NetworkMode: host 
      ContainerDefinitions: 
      - Name: ExampleContainerA 
        User: root 
        Privileged: true 
        Image: nginx:latest 
        Essential: true 
      - Name: ExampleContain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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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alpine:latest 
        User: root 

     

[CT.ECS.PR.9] Amazon ECS 서비스에서 퍼블릭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하지 않
도록 요구
이 제어는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서비스 리소스가 퍼블릭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
당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Servi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9규칙 사양 (p. 53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9
규칙 사양 (p. 53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9예
제 템플릿 (p. 538)

설명

퍼블릭 IP 주소는 인터넷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IP 주소입니다. 퍼블릭 IP 주소로 Amazon ECS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인터넷에서 Amazon ECS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S 서비스는 컨테이너 애플
리케이션 서버에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ssignPublicIpNetworkConfiguration.AwsvpcConfiguration로 설정합니다DISABLED.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서비스 — 예제 1

Amazon ECS 서비스는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 자동 퍼블릭 IP 주소 할당을 허용하지 않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Service": {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 
            "Cluster": { 
                "Ref": "ECSCluster" 
            }, 
            "DesiredCount": 0, 
            "TaskDefinition": { 
                "Ref": "ECSTaskDefinition" 
            }, 
            "LaunchType": "FARGATE", 
            "Network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 
                    "Subn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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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 
            } 
        } 
    }
} 
                 

YAML 예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0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LaunchType: FARGATE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서비스 — 예제 2

Amazon ECS 서비스는AssignPublicIp 속성을 통한 자동 퍼블릭 IP 주소 할당을 허용하지 않도록 구성되
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Service": {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 
            "Cluster": { 
                "Ref": "ECSCluster" 
            }, 
            "DesiredCount": 0, 
            "TaskDefinition": { 
                "Ref": "ECSTaskDefinition" 
            }, 
            "LaunchType": "FARGATE", 
            "Network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 
                    "AssignPublicIp": "DISABLED",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535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 
            } 
        } 
    }
} 
                 

YAML 예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0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LaunchType: FARGATE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AssignPublicIp: DISABLED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CT.ECS.PR.9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service_assign_public_ip_dis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Amazon ECS) service 
 resources are configured to assign public IP addresses automatically.
#  
# Reports on:
#   AWS::ECS::Servi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NetworkConfiguration' property is not present
#      Then: SKIP
#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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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NetworkConfiguration.AwsvpcConfiguration' property is not present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NetworkConfiguration.AwsvpcConfiguration' property is present
#       And: 'AssignPublicIp' property is present and set to 'ENABLED'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NetworkConfiguration.AwsvpcConfiguration' property is present
#       And: 'AssignPublicIp' property is not present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CS service resource
#       And: 'NetworkConfiguration.AwsvpcConfiguration' property is present
#       And: 'AssignPublicIp' property is present and set to 'DISABLED'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SERVICE_TYPE = "AWS::ECS::Servic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services = Resources.*[ Type == %ECS_SERVI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service_assign_public_ip_dis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services not empty { 
    check(%ecs_services.Properties) 
        << 
        [CT.ECS.PR.9]: Require Amazon ECS services not to assign public IP addresses 
 automatically 
        [FIX]: Set 'AssignPublicIp' in 'NetworkConfiguration.AwsvpcConfiguration' to 
 'DISABLED'. 
        >>
}

rule ecs_service_assign_public_ip_dis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SERVICE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SERVICE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9]: Require Amazon ECS services not to assign public IP addresses 
 automatically 
        [FIX]: Set 'AssignPublicIp' in 'NetworkConfiguration.AwsvpcConfiguration' to 
 'DISABLED'. 
        >>
}

#
# Parameterized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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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check(ecs_service) { 
    %ecs_service [filter_ecs_service_with_vpc_configuration(this)] { 
        Network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 
                # Scenario 5 
                AssignPublicIp not exists or 

                # Scenario 6 
                check_assign_public_ip_property(AssignPublicIp) 
            } 
        } 
    }
}

rule check_assign_public_ip_property(public_ip) { 
    %public_ip { 
        this is_string 
        this == "DISABLED" 
    }
}

rule filter_ecs_service_with_vpc_configuration(ecs_service) { 
    %ecs_service { 
        # Scenario 2 
        NetworkConfiguration exists 
        NetworkConfiguration is_struct 

        # Scenarion 3 and 4 
        NetworkConfiguration { 
            AwsvpcConfiguration exists 
            AwsvpcConfiguration is_struct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9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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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apacityProviders: 
        - FARGATE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Memory: '512' 
      RequiresCompatibilities: 
        - FARGATE 
      NetworkMode: awsvpc 
      Cpu: 256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0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LaunchType: FARGA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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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ECSCluster: 
    Type: AWS::ECS::Cluster 
    Properties: 
      CapacityProviders: 
        - FARGATE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Memory: '512' 
      RequiresCompatibilities: 
        - FARGATE 
      NetworkMode: awsvpc 
      Cpu: 256 
  ECSService: 
    Type: AWS::ECS::Service 
    Properties: 
      Cluster: 
        Ref: ECSCluster 
      DesiredCount: 0 
      TaskDefinition: 
        Ref: ECSTaskDefinition 
      NetworkConfiguration: 
        AwsvpcConfiguration: 
          AssignPublicIp: ENABLED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LaunchType: FARGATE 

     

[CT.ECS.PR.10] Amazon ECS 작업 정의가 호스트의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공
유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작업 정의가 호스트의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해당 
컨테이너와 공유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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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10규칙 사양 (p. 54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CS.PR.10규칙 사양 (p. 54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10
예제 템플릿 (p. 544)

설명

프로세스 ID (PID) 네임스페이스는 프로세스를 구분합니다. 시스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 표시되
지 않도록 하며 PID 1을 비롯한 PID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s PID namespace is shared with 
containers, those containers can see all of the processes on the host system. 
Process visibility reduces the benefit of process-level isolation between the 
host and the containers. Reduced isolation can allow unauthorized access to 
processes on the host itself, including the ability to manipulate and terminate 
the host호스트가 처리하는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호스트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와 호스트의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컨테이너 정의로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에만 적용됩니다.
• 이 컨트롤은 에서 실행되도록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 또는 Windows 컨테이너를 사용하

는 정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AWS Fargate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idMode속성을 생략하거나PidMode 로 설정합니다task.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1

Amazon ECS 작업 정의는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 작업 수준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로 구성됩
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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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2

Amazon ECS 작업 정의는PidMode 속성을 통해 작업 수준 프로세스 네임스페이스로 구성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 
            ], 
            "PidMode": "task" 
        } 
    }
} 
                 

YAML 예

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PidMode: task 

                 

CT.ECS.PR.10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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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Identifier:
#   ecs_task_definition_pid_mode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task definitions are 
 configured to share a host's process namespace with its containers.
#  
#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PidMode' is provided as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PidMode' is set to 'ho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PidMode' is not present
#      Then: PASS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PidMode' is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that is not 'ho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task_definition_pid_mode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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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ECS.PR.10]: Require that Amazon ECS task definitions do not share the host's 
 process namespace 
            [FIX]: Omit the 'PidMode' property, or set 'PidMode' to 'task'. 
        >>
}

rule ecs_task_definition_pid_mode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10]: Require that Amazon ECS task definitions do not share the host's 
 process namespace 
            [FIX]: Omit the 'PidMode' property, or set 'PidMode' to 'task'.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PidMode not exists or 

        # Scenario 3 and 4 
        check_pidmode_value(PidMode) 
    }
}

rule check_pidmode_value(pid_mode) { 
    %pid_mode {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this != "host"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CT.ECS.PR.10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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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 
      PidMode: task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 
      PidMode: host 

     

[CT.ECS.PR.11] Amazon ECS 컨테이너를 비특권 상태로 실행해야 함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작업 정의의 컨테이너 정의가 상승된 권한으로 구성되
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11규칙 사양 (p. 54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CS.PR.11규칙 사양 (p. 54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11
예제 템플릿 (p. 548)

설명

Amazon ECS 작업 정의에서 상승된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 파라미터가true 인 경우 컨테이
너는 호스트 컨테이너 인스턴스에서 승격된 권한을 사용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루트 사용
자 권한과 유사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컨테이너 정의로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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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은 Windows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Amazon ECS 작업 정의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에 정의된 모든 컨테이너는 속성을ContainerDefinitions 생략하거나 해당Privileged 속성
이Privileged 생략되도록 설정해야false 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컨테이너 정의에 대해 권한 모드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ContainerDefinitions": [ 
                { 
                    "Essential": true, 
                    "Image": "alpine:latest", 
                    "Name": "SampleContainerA" 
                }, 
                {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B", 
                    "Privileged": false 
                } 
            ], 
            "Memory": "512" 
        } 
    }
} 
                 

YAML 예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alpine:latest 
        Name: SampleContainerA 
      -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B 
        Privileged: false 
    Memory: '512' 

                 

CT.ECS.PR.11규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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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containers_nonprivileg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container definitions in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task definitions are configured with elevated privileges.
#  
#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not present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Privileged'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All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either do not have the 
 'Privileged' property present or
#            'Privileged' is present and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containers_nonprivileg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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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 
        [CT.ECS.PR.11]: Require an Amazon ECS container to run as non-privileged 
            [FIX]: Be sure that all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either 
 omit the 'Privileged' property, or that they set 'Privileged' to 'false'. 
        >>
}

rule ecs_containers_nonprivileg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11]: Require an Amazon ECS container to run as non-privileged 
            [FIX]: Be sure that all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either 
 omit the 'Privileged' property, or that they set 'Privileged' to 'fals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this) 
    ]{ 
        ContainerDefinitions[*] { 
            # Scenario 3 
            Privileged not exists or 

            # Scenario 4 
            Privileged == false 
        } 
    }
}

rule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ContainerDefinitions exists 
        ContainerDefinitions is_list 
        ContainerDefinition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1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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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alpine:latest 
        Name: ExampleContainerA 
      -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B 
        Privileged: false 
      Memory: '512'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A 
        Privileged: false 
      - Essential: true 
        Image: alpine:latest 
        Name: ExampleContainerB 
      -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C 
        Privileged: true 
      Memory: '512' 

     

[CT.ECS.PR.12] Amazon ECS 작업 정의가 비밀을 컨테이너 환경 변수로 전달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작업 정의 컨테이너 정의
에AWS_ACCESS_KEY_IDAWS_SECRET_ACCESS_KEY, 또는 라는 환경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ECS_ENGINE_AUTH_DATA.

• 제어 목표: 강력한 인증 사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CS::TaskDefini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CS.PR.12규칙 사양 (p. 55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CS.PR.12규칙 사양 (p. 55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ECS.PR.12
예제 템플릿 (p.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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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조직의 보안 태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과 자
격 증명을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전달하거나 소스 코드에 입력하는 대신 Parameter Store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컨테이너 정의로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에만 적용됩니다.
• 이 컨트롤은 컨테이너 정의에 직접 구성된 일반 텍스트 환경 변수를 평가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컨테이너 정의로NameAWS_ACCESS_KEY_IDAWS_SECRET_ACCESS_KEY 설정하거나 컨테이
너ECS_ENGINE_AUTH_DATA 정의에서 설정한 환경 변수를 생략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ECS 작업 정의 - 예제

민감한 데이터를 컨테이너에 환경 변수로 주입하도록 구성된 Amazon ECS 작업 정의.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CSTaskDefinition": {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 
            "Memory": "512", 
            "ExecutionRoleArn": { 
                "Fn::GetAtt": [ 
                    "ECSTaskExecutionRole", 
                    "Arn" 
                ] 
            }, 
            "ContainerDefinitions": [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Environment": [ 
                        { 
                            "Name": "SAMPLE_ENV_VAR", 
                            "Value": "sampleValue" 
                        } 
                    ], 
                    "Secrets": [ 
                        { 
                            "Name": "SAMPLE_SENSITIVE_ENV_VAR", 
                            "ValueFrom": "arn:aws:ssm:us-east-1:123456789012:parameter/
sample_parameter"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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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ExecutionRoleArn: !GetAtt 'ECSTaskExecutionRole.Arn'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SampleContainer 
        Environment: 
          - Name: SAMPLE_ENV_VAR 
            Value: sampleValue 
        Secrets: 
          - Name: SAMPLE_SENSITIVE_ENV_VAR 
            ValueFrom: arn:aws:ssm:us-east-1:123456789012:parameter/sample_parameter 

                 

CT.ECS.PR.1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cs_no_environment_secret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 (ECS) task definition 
 container definitions include environment variables named 'AWS_ACCESS_KEY_ID', 
 'AWS_SECRET_ACCESS_KEY', or 'ECS_ENGINE_AUTH_DATA'.
#  
# Reports on:
#   AWS::ECS::TaskDefini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not present or is empty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do not have 'Environment' property 
 present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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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Environment' 
 present
#     And: 'Environment' property has an entry with 'Name' set to 'AWS_ACCESS_KEY_ID', 
 'AWS_SECRET_ACCESS_KEY', or
#           'ECS_ENGINE_AUTH_DATA'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CS task definition resource
#     And: 'ContainerDefinitions' property is present
#     And: One or more containers defined  in 'ContainerDefinitions' have 'Environment' 
 present
#     And: 'Environment' property does not have an entry with 'Name' set to 
 'AWS_ACCESS_KEY_ID', 'AWS_SECRET_ACCESS_KEY',
#           or 'ECS_ENGINE_AUTH_DATA'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CS_TASK_DEFINITION_TYPE = "AWS::ECS::TaskDefini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RESTRICTED_ENVIRONMENT_VARIABLES = ["AWS_ACCESS_KEY_ID", "AWS_SECRET_ACCESS_KEY", 
 "ECS_ENGINE_AUTH_DATA"]

#
# Assignments
#
let ecs_task_definitions = Resources.*[ Type == %ECS_TASK_DEFINI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cs_no_environment_secret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s not empty { 
    check(%ecs_task_definitions.Properties) 
        << 
        [CT.ECS.PR.12]: Require that Amazon ECS task definitions do not pass secrets as 
 container environment variables 
            [FIX]: Omit environment variables with 'Name' set to 'AWS_ACCESS_KEY_ID', 
 'AWS_SECRET_ACCESS_KEY' or 'ECS_ENGINE_AUTH_DATA' from container definitions. 
        >>
}

rule ecs_no_environment_secret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CS_TASK_DEFINI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ECS_TASK_DEFINI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ECS.PR.12]: Require that Amazon ECS task definitions do not pass secrets as 
 container environment variables 
            [FIX]: Omit environment variables with 'Name' set to 'AWS_ACCESS_KEY_ID', 
 'AWS_SECRET_ACCESS_KEY' or 'ECS_ENGINE_AUTH_DATA' from container definition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this) 
    ]{ 
        ContainerDefinitions[ 
            filter_environment_is_present(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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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cenario 4 and 5 
            Environment[*] { 
                Name not in %RESTRICTED_ENVIRONMENT_VARIABLES 
            } 
        } 
    }
}

rule filter_container_definitions_is_present(ecs_task_definition) { 
    %ecs_task_definition { 
        # Scenario 2 
        ContainerDefinitions exists 
        ContainerDefinitions is_list 
        ContainerDefinitions not empty 
    }
}

rule filter_environment_is_present(container_definition) { 
    %container_definition { 
        # Scenario 3 
        Environment exists 
        Environment is_list 
        Environment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CS.PR.1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ecs-tasks.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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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ECSTaskExecutionRolePolicy 
      Policies: 
      - PolicyName: ECSTask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sm:GetParameters 
            Resource: arn:aws:ssm:us-east-1:123456789012:parameter/example_parameter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ExecutionRoleArn: 
        Fn::GetAtt: [ ECSTaskExecutionRole, Arn ]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 
        Environment: 
        - Name: EXAMPLE_ENV_VAR 
          Value: exampleValue 
        Secrets: 
        - Name: EXAMPLE_SENSITIVE_ENV_VAR 
          ValueFrom: arn:aws:ssm:us-east-1:123456789012:parameter/example_parameter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CSTaskDefinition: 
    Type: AWS::ECS::TaskDefinition 
    Properties: 
      Memory: '512' 
      ContainerDefinitions: 
      - Essential: true 
        Image: nginx:latest 
        Name: ExampleContainerA 
        Environment: 
        - Name: AWS_ACCESS_KEY_ID 
          Value: exampleKey 
        - Name: AWS_SECRET_ACCESS_KEY 
          Value: exampleSecretKey 
      - Image: alpine:latest 
        Name: ExampleContainerB 

     

Amazon Elastic File System 제어
주제

• [CT.ELASTICFILESYSTEM.PR.1]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이 다음을 사용하여 저장 중인 파일 데이터
를 암호화하도록 요구AWS KMS (p. 555)

• [CT.ELASTICFILESYSTEM.PR.2] Amazon EFS 볼륨에 자동 백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p. 558)
• [CT.ELASTICFILESYSTEM.PR.3]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에 루트 디렉터리가 있어야 합니

다. (p.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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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ELASTICFILESYSTEM.PR.4]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에 사용자 자격 증명 적용 필요 (p. 566)

[CT.ELASTICFILESYSTEM.PR.1]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이 다음을 사용하여 
저장 중인 파일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요구AWS KMS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이 를 사용하여 파일 데이터를 암호화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AWS KMS.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FS::FileSystem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FILESYSTEM.PR.1규칙 사양 (p. 55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FILESYSTEM.PR.1규칙 사양 (p. 55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FILESYSTEM.PR.1예제 템플릿 (p. 558)

설명

EFS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 계층을 강화하려면 암호화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EFS 저장된 
파일 시스템의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생성할 때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을 사용하려면Encrypted 속성만 설정해야true 하며KmsKeyId 속성을 제공할 필요
는 없습니다.

• KmsKeyId속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EFSAWS KMS key/aws/elasticfilesystem 기본값
인 이 암호화된 파일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유효한 식별자로true 설정하고KmsKeyId 선택적으로 유효한AWS KMS key 식별자로 설정합니
다.Encrypted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EFS 파일 시스템 - 예제 1

Amazon EFS의AWS KMS key 기본값인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구성된 Amazon EFS 파일 시스템입니다. 예
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FSFileSystem": {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Encrypted":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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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L 예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Encrypted: 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EFS 파일 시스템 - 예제 2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은 고객이 관리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AWS KMS key 있습니다. 예제
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FSFileSystem": {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Encrypted": true, 
            "KmsKeyId": { 
                "Ref": "KMSKey" 
            } 
        } 
    }
} 
                 

YAML 예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Encrypted: true 
    KmsKeyId: !Ref 'KMSKey' 

                 

CT.ELASTICFILESYSTEM.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Rule Identifier:
#   efs_encryp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Elastic File System (Amazon EFS) file system is 
 configured to encrypt file data using AWS KMS.
#  
# Repor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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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EFS::FileSystem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FS file system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file system resource
#       And: 'Encrypted' is not presen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file system resource
#       And: 'Encrypted' is present and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file system resource
#       And: 'Encrypted' is present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SOURCE_TYPE = "AWS::EFS::FileSystem"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fs_file_systems = Resources.*[ Type == %RESOUR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fs_encryp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fs_file_systems not empty { 
    check(%efs_file_systems.Properties) 
        << 
        [CT.ELASTICFILESYSYSTEM.PR.1]: Require an Amazon EFS file system to encrypt file 
 data at rest using AWS KMS 
        [FIX]: Set 'Encrypted' to 'true' and optionally set 'KmsKeyId' to a valid AWS KMS 
 key identifier. 
        >>
}

rule efs_encryp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SOURCE_TYPE) { 
    check(%INPUT_DOCUMENT.%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FILESYSYSTEM.PR.1]: Require an Amazon EFS file system to encrypt file 
 data at rest using AWS KMS 
        [FIX]: Set 'Encrypted' to 'true' and optionally set 'KmsKeyId' to a valid AWS KMS 
 key identif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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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fs_file_systems) { 
    %efs_file_systems { 
        # Scenario 2 
        Encrypted exists 
        # Scenario 3 and 4 
        Encrypted == tru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FILESYSTEM.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Encrypt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Encrypted: false 

     

[CT.ELASTICFILESYSTEM.PR.2] Amazon EFS 볼륨에 자동 백업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이AWS Backup 통한 자동 백업으로 구
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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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목표: 복원력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FS::FileSystem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FILESYSTEM.PR.2규칙 사양 (p. 55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FILESYSTEM.PR.2규칙 사양 (p. 55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FILESYSTEM.PR.2예제 템플릿 (p. 561)

설명

백업 계획에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포함하면 데이터 삭제 및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로BackupPolicy.Status 설정하여 자동 백업을ENABLED 활성화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EFS 파일 시스템 - 예제

자동 백업이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Amazon EFS 파일 시스템.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FSFileSystem": {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BackupPolicy": { 
                "Status": "ENABLED" 
            } 
        } 
    }
} 
                 

YAML 예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BackupPolicy: 
      Status: ENABLED 

                 

CT.ELASTICFILESYSTEM.PR.2규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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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fs_automatic_backups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Elastic File System (Amazon EFS) file system 
 has been configured with automatic backups through AWS Backup.
#  
# Reports on:
#   AWS::EFS::FileSystem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FS file system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file system resource
#       And: 'BackupPolicy' is not presen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file system resource
#       And: 'BackupPolicy' is present and 'Status' is set to 'DISABL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file system resource
#       And: 'BackupPolicy' is present and 'Status' is set to 'ENABLED'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SOURCE_TYPE = "AWS::EFS::FileSystem"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fs_file_systems = Resources.*[ Type == %RESOUR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fs_automatic_backup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this) 
                                              %efs_file_systems not empty { 
    check(%efs_file_systems.Properties) 
        << 
        [CT.ELASTICFILESYSYSTEM.PR.2]: Require an Amazon EFS volume to have an automated 
 backup plan 
        [FIX]: Enable automatic backups by setting 'BackupPolicy.Status' to '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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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efs_automatic_backup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SOURCE_TYPE) 
 { 
    check(%INPUT_DOCUMENT.%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FILESYSYSTEM.PR.2]: Require an Amazon EFS volume to have an automated 
 backup plan 
        [FIX]: Enable automatic backups by setting 'BackupPolicy.Status' to 'ENABLED'.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fs_file_systems) { 
    %efs_file_systems { 
        # Scenario 2 
        BackupPolicy exists 
        BackupPolicy is_struct 
        BackupPolicy { 
            # Scenario 3 and 4 
            Status exists 
            Status == "ENABLED"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FILESYSTEM.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BackupPolicy: 
        Status: ENABLED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561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Resources: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BackupPolicy: 
        Status: DISABLED 

     

[CT.ELASTICFILESYSTEM.PR.3]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에 루트 디렉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가 루트 디렉터리를 적용하도록 구성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FS::AccessPoin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FILESYSTEM.PR.3규칙 사양 (p. 56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FILESYSTEM.PR.3규칙 사양 (p. 56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FILESYSTEM.PR.3예제 템플릿 (p. 565)

설명

루트 디렉터리를 적용하면 액세스 포인트의 NFS 클라이언트가 파일 시스템의 루트 디렉터리 대신 액세스 포
인트에 구성된 루트 디렉터리를 사용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에 루트 디렉터리를 적용하면 액세스 포인트 사용
자가 지정된 하위 디렉터리의 파일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액세스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값이 같지Path 않은RootDirectory.Path 구성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EFS 액세스 포인트 - 예제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는 루트 디렉터리를 특정 하위 디렉터리로 설정하여 구성됩니다. 예제는 JSON
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FSAccessPoint": {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EFSFile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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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Directory": { 
                "Path": "/dir1/child1" 
            } 
        } 
    }
} 
                 

YAML 예

EFSAccessPoint: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EFSFileSystem' 
    RootDirectory: 
      Path: /dir1/child1 

                 

CT.ELASTICFILESYSTEM.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fs_access_point_enforce_root_director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Elastic File System (Amazon EFS) access points 
 are configured to enforce a root directory.
#  
# Reports on:
#   AWS::EFS::AccessPoin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
#       And: 'RootDirectory'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
#       And: 'RootDirectory' has been provided
#       And: 'Path' within 'RootDirectory'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value
#      Then: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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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
#       And: 'RootDirectory' has been provided
#       And: 'Path' within 'RootDirectory' been provided with a value of '/'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
#       And: 'RootDirectory' has been provided
#       And: 'Path' within 'RootDirectory' been provided with a non-empty string value not 
 equal to '/'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FS_ACCESS_POINT_TYPE = "AWS::EFS::AccessPoin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fs_access_points = Resources.*[ Type == %EFS_ACCESS_POIN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fs_access_point_enforce_root_director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fs_access_points not empty { 
    check(%efs_access_points.Properties) 
        << 
        [CT.ELASTICFILESYSYSTEM.PR.3]: Require Amazon EFS access points to have a root 
 directory 
        [FIX]: Provide a 'RootDirectory.Path' configuration with a value for 'Path' that 
 does not equal '/'. 
        >>
}

rule efs_access_point_enforce_root_director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FS_ACCESS_POINT_TYPE) { 
    check(%INPUT_DOCUMENT.%EFS_ACCESS_POINT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FILESYSYSTEM.PR.3]: Require Amazon EFS access points to have a root 
 directory 
        [FIX]: Provide a 'RootDirectory.Path' configuration with a value for 'Path' that 
 does not equal '/'.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fs_access_points) { 
    %efs_access_points { 
        # Scenario 2 
        RootDirectory exists 
        RootDirectory { 
            # Scenario 3,4 and 5 
            Path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Path) 
            Path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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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CT.ELASTICFILESYSTEM.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FSAccessPoint: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EFSFileSystem 
      RootDirectory: 
        Path: /dir1/child1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FSAccessPoint: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EFSFileSystem 
      RootDirectory: 
        Path: /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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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LASTICFILESYSTEM.PR.4]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에 사용자 자격 증
명 적용 필요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File System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가 사용자 자격 증명을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FS::AccessPoin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FILESYSTEM.PR.4규칙 사양 (p. 56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FILESYSTEM.PR.4규칙 사양 (p. 56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FILESYSTEM.PR.4예제 템플릿 (p. 569)

설명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는 Amazon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애플리케이션별 진입점으로, 공유 데이터 
세트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
해 이루어지는 모든 파일 시스템 요청에 대해 사용자의 POSIX 그룹을 포함한 사용자 자격 증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세스 포인트는 파일 시스템에 다른 루트 디렉터리를 적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지정된 디렉터
리 또는 해당 하위 디렉터리의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OSIX 사용자 ID (Uid) 및 POSIX 그룹 ID (Gid) 를 사용하여PosixUser 구성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EFS 액세스 포인트 - 예제

Amazon EFS 액세스 포인트는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파일 시스템 요청에 대해 사용자 자격 
증명을 적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EFSAccessPoint": {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 
            "FileSystemId": { 
                "Ref": "EFSFileSystem" 
            }, 
            "PosixUser": { 
                "Uid": "111", 
                "Gid": "222"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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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AccessPoint: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EFSFileSystem' 
    PosixUser: 
      Uid: '111' 
      Gid: '222' 

                 

CT.ELASTICFILESYSTEM.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Rule Identifier:
#   efs_access_point_enforce_user_identit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mazon Elastic File System (Amazon EFS) access points 
 are configured to enforce a user identity.
#  
# Reports on:
#   AWS::EFS::AccessPoin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
#       And: 'PosixUser'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
#       And: 'PosixUser' has been provided
#       And: 'Uid' within 'PosixUser'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value
#       And: 'Gid' within 'PosixUser'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val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EFS access point resource
#       And: 'PosixUser' has been provided
#       And: 'Uid' within 'PosixUser' has been provided with a non-empty string value
#       And: 'Gid' within 'PosixUser' has been provided with a non-empty string value
#      Then: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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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ants
#
let EFS_ACCESS_POINT_TYPE = "AWS::EFS::AccessPoin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fs_access_points = Resources.*[ Type == %EFS_ACCESS_POIN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fs_access_point_enforce_user_identity_check when is_cfn_template(this) 
                                                       %efs_access_points not empty { 
    check(%efs_access_points.Properties) 
        << 
        [CT.ELASTICFILESYSYSTEM.PR.4]: Require Amazon EFS access points to enforce a user 
 identity 
        [FIX]: Provide a 'PosixUser' configuration with a POSIX user ID ('Uid') and POSIX 
 group ID ('Gid'). 
        >>
}

rule efs_access_point_enforce_user_identit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FS_ACCESS_POINT_TYPE) { 
    check(%INPUT_DOCUMENT.%EFS_ACCESS_POINT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FILESYSYSTEM.PR.4]: Require Amazon EFS access points to enforce a user 
 identity 
        [FIX]: Provide a 'PosixUser' configuration with a POSIX user ID ('Uid') and POSIX 
 group ID ('Gid').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fs_access_points) { 
    %efs_access_points { 
        # Scenario 2 
        PosixUser exists 
        PosixUser { 
            # Scenario 3 and 4 
            Uid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Uid) 
            Gid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Gid)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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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CT.ELASTICFILESYSTEM.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FSAccessPoint: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EFSFileSystem 
      PosixUser: 
        Uid: '111' 
        Gid: '222'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FSAccessPoint: 
    Type: AWS::EFS::AccessPoint 
    Properties: 
      FileSystemId: 
        Ref: EFSFileSystem 
  EFSFileSystem: 
    Type: AWS::EFS::FileSystem 
    Properties: {} 

     

Elastic Load Balancing 제어
주제

• [CCT.ELASTICLOADBALANCING.PR.1] 모든 HTTP 요청을 HTTPS로 리디렉션하려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리스너의 기본 작업이 필요합니다. (p. 570)

• [CT.ELASTICLOADBALANCING.PR.2] 모든 Amazon ELB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에
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p. 576)

• [CT.ELASTICLOADBALANCING.PR.3] 모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방어적이거나 가장 엄격한 비
동기화 완화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p. 583)

• [CT.ELASTICLOADBALANCING.PR.4] 모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HTTP 헤더를 삭제하도록 구
성해야 합니다. (p. 589)

• [CT.ELASTICLOADBALANCING.PR.5]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삭제 보호 활성화 필요 (p. 595)

569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CT.ELASTICLOADBALANCING.PR.6]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액세스 로깅을 활성화해
야 합니다. (p. 600)

• [CT.ELASTICLOADBALANCING.PR.7] 모든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여러 가용 영역을 구성해야 합니
다. (p. 609)

• [CT.ELASTICLOADBALANCING.PR.8] 모든 클래식 로드 밸런서 SSL/HTTPS 리스너에 에서 제공한 인
증서가 있어야 합니다.AWS Certificate Manager (p. 616)

• [CT.ELASTICLOADBALANCING.PR.9]AWS ELB 애플리케이션 또는 Classic Load Balancer 리스너가 
HTTPS 또는 TLS 종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p. 622)

• [CT.ELASTICLOADBALANCING.PR.10] ELB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로깅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p. 627)

• [CT.ELASTICLOADBALANCING.PR.11] 모든 ELB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연결 드레이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p. 635)

• [CT.ELASTICLOADBALANCING.PR.12] 모든 ELB 클래식 로드 밸런서 SSL/HTTPS 리스너에 강력한 구
성으로 사전 정의된 보안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p. 640)

• [CT.ELASTICLOADBALANCING.PR.13] 모든 ELB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p. 646)

[CCT.ELASTICLOADBALANCING.PR.1] 모든 HTTP 요청을 HTTPS로 리디렉션하
려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리스너의 기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HTTP에서 HTTPS로의 리디렉션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HTTP 리스너에서 기본 작업으
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1규칙 사양 (p. 57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규칙 사양 (p. 57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예제 템플릿 (p. 574)

설명

Application Load Balancer Balancer를 사용하기 전에 리스너를 하나 이상 추가해야 합니다. 리스너는 구성한 
프로토콜 및 포트를 사용하여 연결 요청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리스너는 HTTP 프로토콜과 HTTPS 프
로토콜을 지원합니다. HTTPS 리스너를 사용하여 암호화 및 암호 해독 작업을 Application Load Balancer 오
프로드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디렉션 작업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HTTP 요청을 포트 
443에 있는 HTTPS 요청으로 리디렉션하여 전송 중에 암호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스너의 기본 동작만 평가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pplication Load Balancer HTTP 리스너에서 기본 HTTPS 리디렉션 작업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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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리스너 - 예제

포트 80에 HTTP 요청을 포트 443에 HTTPS 요청으로 리디렉션하여 원본 호스트 이름, 경로 및 쿼리 문자열
을 유지하는 기본 작업으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리스너.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LoadBalancerArn": { 
                "Ref": "ApplicationLoadBalancer" 
            }, 
            "Port": 80, 
            "Protocol": "HTTP", 
            "DefaultActions": [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 
                        "Protocol": "HTTPS", 
                        "Port": 443,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 
                } 
            ] 
        } 
    }
} 
                 

YAML 예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LoadBalancerArn: !Ref 'ApplicationLoadBalancer' 
    Port: 80 
    Protocol: HTTP 
    DefaultActions: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Protocol: HTTPS 
          Port: 443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CT.ELASTICLOADBALANCING.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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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Identifier:
#   alb_http_to_https_redirection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HTTP to HTTPS redirection is configured as a default action 
 on HTTP listeners of Application Load Balancers.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       And: 'Protocol'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HTTP'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       And: 'Protocol' is set to 'HTTP'
#       And: 'DefaultActions' is missing or is provided and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       And: 'Protocol' is set to 'HTTP'
#       And: 'DefaultActions' contains an action with 'Type' set to a value other than 
 'redirect'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       And: 'Protocol' is set to 'HTTP'
#       And: 'DefaultActions' contains an action with 'Type' set to a value of 'redirect'
#       And: 'RedirectConfig.Protocol' is missing or set to a value other than 'HTTPS'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       And: 'Protocol' is set to 'HTTP'
#       And: All 'DefaultActions' have an action with 'Type' set to a value of 'redirect' 
 and
#            'Protocol.RedirectConfig' set to the value 'HTTPS'
#      Then: PASS

#
#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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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ELASTIC_LOAD_BALANCER_V2_LISTEN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lb_v2_listen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V2_LISTEN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alb_http_to_https_redirection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b_v2_listeners not empty { 
    check(%elb_v2_listen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 Require any application load balancer listener 
 default actions to redirect all HTTP requests to HTTPS 
        [FIX]: Configure a default HTTPS redirect action on application load balancer HTTP 
 listeners. 
        >>
}

rule alb_http_to_https_redirection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LISTENER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V2_LISTEN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 Require any application load balancer listener 
 default actions to redirect all HTTP requests to HTTPS 
        [FIX]: Configure a default HTTPS redirect action on application load balancer HTTP 
 listener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lbv2_listener) { 
    %elbv2_listener [ 
        # Scenario 2 
        Protocol in [ "HTTP" ] 
    ] { 
        # Scenarios 3 
        DefaultActions exists 
        DefaultActions is_list 
        DefaultActions not empty 

        # Scenario 4 and 5 
        DefaultActions[*] { 
            Type == "redirect" 

            RedirectConfig exists 
            RedirectConfig is_struct 
            RedirectConfig { 
                Protocol exists 
                Protocol == "HTTPS"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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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LOADBALANCING.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LoadBalancerArn: 
        Ref: ApplicationLoadBalancer 
      Port: 80 
      Protocol: HTTP 
      DefaultActions: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Protocol: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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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443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LoadBalancerArn: 
        Ref: ApplicationLoadBalancer 
      Port: 80 
      Protocol: HTTP 
      DefaultActions: 
      - Type: redirect 
        RedirectConfig: 
          Protocol: HTTP 
          Port: 8080 
          Host: "#{host}" 
          Path: "/#{path}" 
          Query: "#{query}" 
          StatusCode: "HTTP_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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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LASTICLOADBALANCING.PR.2] 모든 Amazon ELB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
트워크 로드 밸런서에AWS Certificate Manager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ELB (Elastic Load Balancing)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AWS Certificate 
Manager (ACM) 에서 제공한 인증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

형: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2규칙 사양 (p. 57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2규칙 사양 (p. 57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2예제 템플릿 (p. 581)

설명

인증서를 생성하려면AWS Certificate Manager (ACM) 또는 OpenSSL과 같은 SSL 및 TLS 프로토콜을 지원
하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는 를 사용해AWS Certificate Manager 로드 밸런서를 
위한 인증서를 생성하거나 가져오는 데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Amazon ELB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및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통합하여 로드 
밸런서에 인증서를 배포합니다. 또한 이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하나 이상의 인증서가 구성된TLS Amazon ELB 리스너 및 ELB 리스너 인증서 리소스
에만 적용됩니다.HTTPS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Certificates 속성을 구성합니다AWS Certificate Manager.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ELB 리스너 - 예제

AWS Certificate ManagerSSL 인증서로 구성된 Amazon ELB HTTPS 리스너.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
됩니다.

JSON 예

{ 
    "ELBListen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 
            "DefaultActions": [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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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TargetGroup" 
                    } 
                } 
            ], 
            "LoadBalancerArn": { 
                "Ref": "ApplicationLoadBalancer" 
            }, 
            "Protocol": "HTTPS", 
            "Certificates": [ 
                { 
                    "CertificateArn": { 
                        "Ref": "ACMCertificate" 
                    } 
                } 
            ], 
            "Port": 443 
        } 
    }
} 
                 

YAML 예

ELB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 
    LoadBalancerArn: !Ref 'ApplicationLoadBalancer' 
    Protocol: HTTPS 
    Certificates: 
      - 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Port: 443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ELB 리스너 인증서 - 예제

AWS Certificate ManagerSSL 인증서로 구성된 Amazon ELB 리스너 인증서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
됩니다.

JSON 예

{ 
    "ELBListenerCertificate":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Properties": { 
            "ListenerArn": { 
                "Ref": "Listener" 
            }, 
            "Certificates": [ 
                { 
                    "CertificateArn": { 
                        "Ref": "ACMCertificate" 
                    } 
                } 
            ] 
        } 

577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 
                 

YAML 예

ELBListenerCertificate: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Properties: 
    ListenerArn: !Ref 'Listener' 
    Certificates: 
      - 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CT.ELASTICLOADBALANCING.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v2_acm_certificate_requir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Elastic Load Balancing (ELB) application and network 
 load balancers use certificates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ACM).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or 
 listener certificat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resource
#       And: 'Protocol'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HTTPS' or 'TLS'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certificate 
 resource
#       And: 'Certificates'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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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rotocol' is set to 'HTTPS' or 'TLS'
#       And: 'Certificates'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resource
#       And: 'Protocol' is set to 'HTTPS' or 'TLS'
#       And: One or more items in 'Certificates' do not match an ACM certificate ARN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certificate 
 resource
#       And: One or more items in 'Certificates' do not match an ACM certificate ARN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resource
#       And: 'Protocol' is set to 'HTTPS' or 'TLS'
#       And: All items in 'Certificates' match an ACM certificate ARN
#      Then: PASS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istener certificate 
 resource
#       And: All items in 'Certificates' match an ACM certificate ARN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V2_LISTEN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let ELASTIC_LOAD_BALANCER_V2_CERTIFICATE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Certificate"
let ACM_CERTIFICATE_ARN_PATTERN = /arn:aws[a-z0-9\-]*:acm:[a-z0-9\-]+:\d{12}:certificate\/
[\w\-]{1,64}/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lb_v2_listen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V2_LISTENER_TYPE ]
let elb_v2_certificate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V2_CERTIFICAT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v2_acm_certificate_requi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b_v2_listeners not empty { 
    check_listener(%elb_v2_listen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2]: Require any Amazon ELB application or network load 
 balancer to have an AWS Certificate Manager certificate 
            [FIX]: Configure the 'Certificates' property to use certificates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
}

rule elbv2_acm_certificate_requi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LISTENER_TYPE) { 
    check_listener(%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LISTENER_TYPE.resourc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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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ELASTICLOADBALANCING.PR.2]: Require any Amazon ELB application or network load 
 balancer to have an AWS Certificate Manager certificate 
            [FIX]: Configure the 'Certificates' property to use certificates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
}

rule elbv2_acm_certificate_requi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b_v2_certificates not empty { 
    check_elbv2_listener_certificate(%elb_v2_certificate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2]: Require any Amazon ELB application or network load 
 balancer to have an AWS Certificate Manager certificate 
            [FIX]: Configure the 'Certificates' property to use certificates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
}

rule elbv2_acm_certificate_requi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CERTIFICATE_TYPE) { 
    check_elbv2_listener_certificate(%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CERTIFICATE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2]: Require any Amazon ELB application or network load 
 balancer to have an AWS Certificate Manager certificate 
            [FIX]: Configure the 'Certificates' property to use certificates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listener(elbv2_listener) { 
    %elbv2_listener[ 
        # Scenario 2 
        Protocol in ["HTTPS", "TLS"] 
    ] { 
        # Scenarios 3 and 5 
        Certificates exists 
        Certificates is_list 
        Certificates not empty 
        Certificates[*] { 
            CertificateArn exists 
            check_is_acm_certificate(CertificateArn) 
        } 
    }
}

rule check_elbv2_listener_certificate(listener_certificate) { 
    %listener_certificate[ 
        Certificates exists 
        Certificates is_list 
        Certificates not empty 
    ] { 
        # Scenarios 4 and 6 
        Certificates[*] { 
            CertificateArn exists 
            check_is_acm_certificate(CertificateArn) 
        } 
    }
}

rule check_is_acm_certificate(certificate) { 
    %certificate { 

58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this == %ACM_CERTIFICATE_ARN_PATTERN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ELASTICLOADBALANCING.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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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TargetGroup: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rotocol: HTTP 
      Port: 80 
      VpcId: 
        Ref: VPC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 
      LoadBalancerArn: 
        Ref: ApplicationLoadBalancer 
      Protocol: HTTPS 
      Certificates: 
      - CertificateArn: 
          Ref: ACMCertificate 
      Port: 443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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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TargetGroup: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TargetGroup 
    Properties: 
      Protocol: HTTP 
      Port: 80 
      VpcId: 
        Ref: VPC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isten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istener 
    Properties: 
      DefaultActions: 
      - Type: forward 
        TargetGroupArn: 
          Ref: TargetGroup 
      LoadBalancerArn: 
        Ref: ApplicationLoadBalancer 
      Protocol: HTTPS 
      Certificates: 
      - CertificateArn: arn:aws:iam::123456789012:server-certificate/example-certificate 
      Port: 443 

     

[CT.ELASTICLOADBALANCING.PR.3] 모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방어적
이거나 가장 엄격한 비동기화 완화 모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pplication Load Balancer 비동기 완화 모드로 구성되었는지defensive 또는strictest 비
동기 완화 모드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데이터 무결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3규칙 사양 (p. 585)

세부 정보 및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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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3규칙 사양 (p. 58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3예제 템플릿 (p. 588)

설명

HTTP 비동기화 (비동기화) 문제로 인해 요청이 밀수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요청 대기열 또는 캐시 중독에 취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자격 증명 스터핑 또는 무단 명령 실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이거나 가장 엄격한 비동기화 완화 모드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HTTP 비동
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로드 밸런서 속성을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생략하거나 속성을defensive 또는 중 
하나로 설정합니다strictest.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 예제

Application Load Balancer 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defensive 비동기 완화 모드로 구성되었
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Application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 
    }
} 
                 

YAML 예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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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 예제

로드 밸런서 속성을strictest 통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비동기 완화 모드로 구성되었습니
다.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Application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LoadBalancerAttributes": [ 
                { 
                    "Key":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Value": "strictest" 
                } 
            ] 
        } 
    }
} 
                 

YAML 예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LoadBalancerAttributes: 
      - Key: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Value: strictest 

                 

CT.ELASTICLOADBALANCING.PR.3규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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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alb_desync_mode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to ensure that an Application Load Balancer is configured with 
 'defensive' or 'strictest' desync mitigation mode.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Bv2 load 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application'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pplication' for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Attribute'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has been 
 provided
#            and is not one of 'defensive' or 'stricte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pplication' for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not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or specified
#            as an empty list
#      Then: PASS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pplication' for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has not been provided as a 
 'LoadBalancerAttribute'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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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ype' is set to 'application' for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Attribute'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has been 
 provided
#            and is one of 'defensive' or 'stricte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let ALLOWED_DESYNC_MODES = [ "defensive", "strictest"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
# Primary Rules
#
rule alb_desync_mode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elast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3]: Require any application load balancer to have 
 defensive or strictest desync mitigation mode activated 
        [FIX]: Omit the load balancer attribute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or 
 set the attribute to one of 'defensive' or 'strictest'. 
        >>

}

rule alb_desync_mode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V2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3]: Require any application load balancer to have 
 defensive or strictest desync mitigation mode activated 
        [FIX]: Omit the load balancer attribute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or 
 set the attribute to one of 'defensive' or 'strictest'.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lastic_load_balancer) { 
    %elastic_load_balancer[ 
        # Scenario 2 
        Type == "application" 
    ] { 
        # Scenario 4 
        LoadBalancerAttributes not exists or 
        check_application_load_balancer_attributes(this) 
    }
}

rule check_application_load_balancer_attributes(application_load_balancer) { 
    %application_load_balancer { 
        LoadBalancerAttributes is_list 
        LoadBalancer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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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 5 
            Key exists 
            Key ==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 { 
            # Scenarios 3 and 6 
            Value exists 
            Value in %ALLOWED_DESYNC_MODES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LOADBALANCING.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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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LoadBalancerAttributes: 
      - Key: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Value: strictes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LoadBalancerAttributes: 
      - Key: routing.http.desync_mitigation_mode 
        Value: monitor 

     

[CT.ELASTICLOADBALANCING.PR.4] 모든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HTTP 
헤더를 삭제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유효하지 않은 HTTP 헤더를 삭제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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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4규칙 사양 (p. 59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4규칙 사양 (p. 59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4예제 템플릿 (p. 593)

설명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유효하지 않은 HTTP 헤더 값을 삭제하도록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
러한 헤더 값을 제거하면 HTTP 비동기화 공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로드 밸런서 속성을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로 설정합니다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 예제

유효하지 않은 HTTP 헤더를 삭제하도록 Application Load Balancer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
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Application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Type": "application",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IpAddressType": "ipv4", 
            "LoadBalancerAttributes": [ 
                { 
                    "Key":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Value": "tru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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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Type: application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oadBalancerAttributes: 
      - Key: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Value: 'true' 

                 

CT.ELASTICLOADBALANCING.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alb_http_drop_invalid_header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pplication Load Balancers are configured to drop non-valid 
 HTTP headers.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Bv2 load 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application'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pplication' for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not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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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pplication' for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has not been provided as a 
 'LoadBalancerAttribut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pplication' for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Attribute'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has been provided
#            and is set to bool(false) or string(false)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pplication' for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Attribute'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has been provided and
#            is set to bool(true) or string(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
# Primary Rules
#
rule alb_http_drop_invalid_header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elast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4]: Require that any application load balancer must be 
 configured to drop HTTP headers 
        [FIX]: Set the load balancer attribute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to 'true'. 
        >>
}

rule alb_http_drop_invalid_header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V2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4]: Require that any application load balancer must be 
 configured to drop HTTP headers 
        [FIX]: Set the load balancer attribute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to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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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lastic_load_balancer) { 
    %elastic_load_balancer[ Type == "application" ] { 
        # Scenario 2 
        LoadBalancerAttributes exists 
        LoadBalancerAttributes is_list 
        LoadBalancerAttributes not empty 

        # Scenario 3, 4 and 5 
        some LoadBalancerAttributes[*] { 
            Key exists 
            Value exists 

            Key ==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Value in [ true, "true"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LOADBALANCING.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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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Type: application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oadBalancerAttributes: 
      - Key: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Value: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Type: application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oadBalancerAttributes: 
      - Key: routing.http.drop_invalid_header_fields.en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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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false" 

     

[CT.ELASTICLOADBALANCING.PR.5]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삭제 보호 활성
화 필요

Elastic Load Balancing (ELB) 에 삭제 보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5규칙 사양 (p. 59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5규칙 사양 (p. 59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5예제 템플릿 (p. 598)

설명

삭제 보호를 활성화하여 Application Load Balancer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로드 밸런서 속성을deletion_protection.enabled 로 설정합니다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 예제

삭제 방지가 활성화된 상태로 Application Load Balancer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
니다.

JSON 예

{ 
    "Elb":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Type": "application",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IpAddressType": "ipv4", 
            "LoadBalancerAttrib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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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 "deletion_protection.enabled", 
                    "Value": "true" 
                } 
            ] 
        } 
    }
} 
                 

YAML 예

Elb: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Type: application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oadBalancerAttributes: 
      - Key: deletion_protection.enabled 
        Value: 'true' 

                 

CT.ELASTICLOADBALANCING.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v2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Elastic Load Balancing (ELB) has deletion protection activated.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Bv2 LoadBalancer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not been specified or is an empty list on the 
 ELBv2 resource
#      Then: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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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deletion_protection.enabled' has not been provided as a 
 'LoadBalancerAttribut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Attribute' 'deletion_protection.enabled'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bool(false) or
#            string(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B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ve been specified on the ELB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Attribute' 'deletion_protection.enabled'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bool(true) or
#            string(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v2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elast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5]: Require that application load balancer deletion 
 protection is activated 
        [FIX]: Set the load balancer attribute 'deletion_protection.enabled' to 'true'. 
        >>
}

rule elbv2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V2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5]: Require that application load balancer deletion 
 protection is activated 
        [FIX]: Set the load balancer attribute 'deletion_protection.enabled'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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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check(elastic_load_balancer) { 
    %elastic_load_balancer { 
        # Scenario 2 
        LoadBalancerAttributes exists 
        LoadBalancerAttributes is_list 
        LoadBalancerAttributes not empty 

        # Scenario 3, 4 and 5 
        some LoadBalancerAttributes[*] { 
            Key exists 
            Value exists 

            Key == "deletion_protection.enabled" 
            Value in [ true, "true"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LOADBALANCING.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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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Type: application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oadBalancerAttributes: 
      - Key: deletion_protection.enabled 
        Value: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Type: application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LoadBalancerAttributes: 
      - Key: deletion_protection.enabled 
        Val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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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LASTICLOADBALANCING.PR.6]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액
세스 로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ELB (Elastic Load Balancing)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로깅을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6규칙 사양 (p. 60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6규칙 사양 (p. 60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6예제 템플릿 (p. 605)

설명

Elastic Load Balancing은 로드 밸런서에 전송된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캡처하는 액세스 로그를 제공합
니다. 각 로그에는 요청을 받은 시간,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지연 시간, 요청 경로 및 서버 응답과 같은 정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스 로그를 사용하여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application 및 의 ELB 로드 밸런서 유형에만 적용됩니다network.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로드 밸런서 속성을access_logs.s3.enabled 로true 설정하고access_logs.s3.bucket 애플리케이
션 로드 밸런서 또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액세스 로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S3 버킷에 도달하도록 설정합
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 예제

액세스 로깅이 활성화된 상태로 Application Load Balancer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
됩니다.

JSON 예

{ 
    "Application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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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SubnetTwo" 
                } 
            ],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LoadBalancerAttributes": [ 
                { 
                    "Key": "access_logs.s3.enabled", 
                    "Value": true 
                }, 
                { 
                    "Key": "access_logs.s3.bucket", 
                    "Value": { 
                        "Ref": "LoggingBucket" 
                    } 
                } 
            ] 
        } 
    }
} 
                 

YAML 예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LoadBalancerAttributes: 
      - Key: access_logs.s3.enabled 
        Value: true 
      - Key: access_logs.s3.bucket 
        Value: !Ref 'LoggingBucket'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Network Load Balancer - 예

액세스 로깅이 활성화된 상태로 Network Load Balancer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
다.

JSON 예

{ 
    "Network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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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SubnetTwo" 
                } 
            ], 
            "IpAddressType": "ipv4", 
            "Type": "network", 
            "LoadBalancerAttributes": [ 
                { 
                    "Key": "access_logs.s3.enabled", 
                    "Value": true 
                }, 
                { 
                    "Key": "access_logs.s3.bucket", 
                    "Value": { 
                        "Ref": "LoggingBucket" 
                    } 
                } 
            ] 
        } 
    }
} 
                 

YAML 예

Network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Type: network 
    LoadBalancerAttributes: 
      - Key: access_logs.s3.enabled 
        Value: true 
      - Key: access_logs.s3.bucket 
        Value: !Ref 'LoggingBucket' 

                 

CT.ELASTICLOADBALANCING.PR.6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v2_logg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Elastic Load Balancing (ELB) application and network 
 load balancers have logging activated.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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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LoadBalancingV2 Load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Type'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application' or 'network'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 is of type 'application' or 'network'
#       And: 'LoadBalancerAttributes' has not been provided or i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 is of type 'application' or 'network'
#       And: A 'LoadBalancerAttributes' with Key 'access_logs.s3.enabled' and 
 'access_logs.s3.bucket'
#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 is of type 'application' or 'network'
#       And: A 'LoadBalancerAttributes' with Key 'access_logs.s3.enabled' and 
 'access_logs.s3.bucket' has been provided
#       And: 'access_logs.s3.enabled' is set to bool(false) or string(false)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 is of type 'application' or 'network'
#       And: A 'LoadBalancerAttributes' with Key 'access_logs.s3.enabled' and 
 'access_logs.s3.bucket' has been provided
#       And: 'access_logs.s3.enabled' is set to bool(true) or string(true)
#       And: 'access_logs.s3.bucket' is missing or an empty string value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V2 LoadBalancer resource
#       And: The LoadBalancer is of type 'application'
#       And: A 'LoadBalancerAttributes' with Key 'access_logs.s3.enabled' has been provided
#       And: 'access_logs.s3.enabled' is set to bool(true) or string(true)
#       And: 'access_logs.s3.bucket' is provided and a non-empty string value or valid 
 local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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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v2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elast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6]: Require that application and network load balancer 
 access logging is activated 
        [FIX]: Set the load balancer attribute 'access_logs.s3.enabled' to 'true', and 
 set 'access_logs.s3.bucket' to reach an Amazon S3 bucket that's configured to receive 
 application load balancer or network load balancer access logs. 
        >>
}

rule elbv2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V2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V2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6]: Require that application and network load balancer 
 access logging is activated 
        [FIX]: Set the load balancer attribute 'access_logs.s3.enabled' to 'true', and 
 set 'access_logs.s3.bucket' to reach an Amazon S3 bucket that's configured to receive 
 application load balancer or network load balancer access log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elastic_load_balancer) { 
    %elastic_load_balancer[ Type in ["application", "network"] ] { 
        # Scenario 3 
        LoadBalancerAttributes exists 
        LoadBalancerAttributes is_list 
        LoadBalancerAttributes not empty 

        # Scenario 4, 5, 6 and 7 
        some LoadBalancerAttributes[*] { 
            Key exists 
            Value exists 

            Key == "access_logs.s3.enabled" 
            Value in [ true, "true" ] 
        } 

        some LoadBalancerAttributes[*] { 
            Key exists 
            Value exists 

            Key == "access_logs.s3.bucket"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Value, "AWS::S3::Buck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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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ELASTICLOADBALANCING.PR.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Mappings: 
  RegionToELBAccountId: 
    us-east-1: 
      AccountId: '127311923021' 
    us-west-1: 
      AccountId: '027434742980' 
    us-west-2: 
      AccountId: '797873946194' 
    ca-central-1: 
      AccountId: '985666609251' 
    eu-west-1: 
      AccountId: '156460612806' 
    ap-northeast-1: 
      AccountId: '58231856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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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northeast-2: 
      AccountId: '600734575887' 
    ap-southeast-1: 
      AccountId: '114774131450' 
    ap-southeast-2: 
      AccountId: '783225319266' 
    ap-south-1: 
      AccountId: '718504428378' 
    us-east-2: 
      AccountId: '033677994240' 
    sa-east-1: 
      AccountId: '507241528517' 
    eu-central-1: 
      AccountId: '054676820928' 
    af-south-1: 
      AccountId: '098369216593' 
    ap-east-1: 
      AccountId: '754344448648' 
    ap-southeast-3: 
      AccountId: '589379963580' 
    ap-northeast-3: 
      AccountId: '383597477331' 
    eu-west-2: 
      AccountId: '652711504416' 
    eu-south-1: 
      AccountId: '635631232127' 
    eu-west-3: 
      AccountId: '009996457667' 
    eu-north-1: 
      AccountId: '897822967062' 
    me-south-1: 
      AccountId: '076674570225' 
    us-gov-west-1: 
      AccountId: '048591011584' 
    us-gov-east-1: 
      AccountId: '190560391635' 
  RegionToARNPrefix: 
    us-east-1: 
      ARNPrefix: 'arn:aws:' 
    us-west-1: 
      ARNPrefix: 'arn:aws:' 
    us-west-2: 
      ARNPrefix: 'arn:aws:' 
    ca-central-1: 
      ARNPrefix: 'arn:aws:' 
    eu-west-1: 
      ARNPrefix: 'arn:aws:' 
    ap-northeast-1: 
      ARNPrefix: 'arn:aws:' 
    ap-northeast-2: 
      ARNPrefix: 'arn:aws:' 
    ap-southeast-1: 
      ARNPrefix: 'arn:aws:' 
    ap-southeast-2: 
      ARNPrefix: 'arn:aws:' 
    ap-south-1: 
      ARNPrefix: 'arn:aws:' 
    us-east-2: 
      ARNPrefix: 'arn:aws:' 
    sa-east-1: 
      ARNPrefix: 'arn:aws:' 
    eu-central-1: 
      ARNPrefix: 'arn:aws:' 
    af-south-1: 
      ARNPrefix: 'arn:aws:' 
    ap-ea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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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Prefix: 'arn:aws:' 
    ap-southeast-3: 
      ARNPrefix: 'arn:aws:' 
    ap-northeast-3: 
      ARNPrefix: 'arn:aws:' 
    eu-west-2: 
      ARNPrefix: 'arn:aws:' 
    eu-south-1: 
      ARNPrefix: 'arn:aws:' 
    eu-west-3: 
      ARNPrefix: 'arn:aws:' 
    eu-north-1: 
      ARNPrefix: 'arn:aws:' 
    me-south-1: 
      ARNPrefix: 'arn:aws:' 
    us-gov-west-1: 
      ARNPrefix: 'arn:aws-us-gov:' 
    us-gov-east-1: 
      ARNPrefix: 'arn:aws-us-gov:'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Fn::FindInMap: [RegionToARNPrefix, !Ref 'AWS::Region', ARNPrefix] 
                  - 's3:::' 
                  - Ref: LoggingBucket 
                  - /AWS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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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AWS::AccountId 
                  - /* 
            Principal: 
              AWS:  
                Fn::FindInMap: [RegionToELBAccountId, !Ref 'AWS::Region', AccountId]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LoadBalancerAttributes: 
      - Key: access_logs.s3.enabled 
        Value: true 
      - Key: access_logs.s3.bucket 
        Value: 
          Ref: LoggingBucke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pplication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V2::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IpAddressType: ipv4 
      Typ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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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LASTICLOADBALANCING.PR.7] 모든 클래식 로드 밸런서는 여러 가용 영역
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ELB (Elastic Load Balancing)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여러 가용 영역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 제어 목표: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7규칙 사양 (p. 61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7규칙 사양 (p. 61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7예제 템플릿 (p. 614)

설명

들어오는 요청을 단일 가용 영역 또는 여러 가용 영역의 Amazon EC2 인스턴스로 분산할 수 있도록 Classic 
Load Balancer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 있지 않은 Classic Classic Load Balancer 
Balancer는 단독으로 구성된 가용 영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트래픽을 다른 가용 영역의 대상으로 리
디렉션할 수 없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둘 이상의 서브넷 또는 가용 영역으로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구성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assic Load Balancer - 예제 1

두 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된 Classic Load Balancer.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assic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et-facing", 
            "Listeners": [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Sample-SSLNegotiation-Policy" 
                    ], 
                    "SSLCertificateId": { 
                        "Ref": "ACMCertif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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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olicies": [ 
                { 
                    "PolicyName": "S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 
            ], 
            "AvailabilityZones": [ 
                { 
                    "Fn::Select": [ 
                        0, 
                        { 
                            "Fn::GetAZs": "" 
                        } 
                    ] 
                }, 
                { 
                    "Fn::Select": [ 
                        1, 
                        { 
                            "Fn::GetAZs": "" 
                        } 
                    ] 
                } 
            ] 
        } 
    }
} 
                 

YAML 예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et-facing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S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Policies: 
      - PolicyName: S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AvailabilityZones: 
      - !Select 
        - 0 
        - !GetAZs '' 
      - !Select 
        - 1 
        - !GetAZ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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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assic Load Balancer - 예제 2

두 개의 서브넷으로 구성된 Classic Load Balancer.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assic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et-facing", 
            "Listeners": [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Sample-SSLNegotiation-Policy" 
                    ], 
                    "SSLCertificateId": { 
                        "Ref": "ACMCertificate" 
                    } 
                } 
            ], 
            "Policies": [ 
                { 
                    "PolicyName": "S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 
            ], 
            "AvailabilityZones": [ 
                { 
                    "Fn::Select": [ 
                        0, 
                        { 
                            "Fn::GetAZs": "" 
                        } 
                    ] 
                }, 
                { 
                    "Fn::Select": [ 
                        1, 
                        { 
                            "Fn::GetAZs":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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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et-facing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S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Policies: 
      - PolicyName: S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AvailabilityZones: 
      - !Select 
        - 0 
        - !GetAZs '' 
      - !Select 
        - 1 
        - !GetAZs '' 

                 

CT.ELASTICLOADBALANCING.PR.7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_multiple_az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Elastic Load Balancing (ELB) Classic Load Balancer has 
 been configured with multiple Availability Zones.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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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Neither 'AvailabilityZones' or 'Subnets' have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AvailabilityZones' been specified on the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 number of entries in 'AvailabilityZones' is < 2 or the number of
#            unique 'AvailabilityZones' provided is less than 2 (< 2)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Subnets' been specified on the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 number of entries in 'Subnets' is < 2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AvailabilityZones' been specified on the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 number of entries in 'AvailabilityZones' is >= 2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Subnets' been specified on the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 number of entries in 'Subnets' is >= 2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ass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_multiple_az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ass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class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7]: Require any classic load balancer to have multiple 
 Availability Zones configured 
        [FIX]: Configure Classic Load Balancers with two or more subnets or Availability 
 Zones. 
        >>
}

rule elb_multiple_az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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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7]: Require any classic load balancer to have multiple 
 Availability Zones configured 
        [FIX]: Configure Classic Load Balancers with two or more subnets or Availability 
 Zone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assic_load_balancer) { 
    %classic_load_balancer { 
        # Scenario 2 
        AvailabilityZones exists or 
        Subnets exists 

        when AvailabilityZones exists { 
            # Scenarios 3 and 5 
            two_or_more_entries(AvailabilityZones) 
            AvailabilityZones[0] not in AvailabilityZones[1] 
        } 

        when Subnets exists { 
            # Scenarios 4 and 6 
            two_or_more_entries(Subnets) 
        } 
    }
}

rule two_or_more_entries(list_property) { 
    %list_property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this[0] exists 
        this[1] exist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LOADBALANCING.PR.7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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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et-facing 
      Listeners: 
      - Protocol: HTTPS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AvailabilityZones: 
      - Fn::Select: 
        - 0 
        - Fn::GetAZs: '' 
      - Fn::Select: 
        - 1 
        - Fn::GetAZs: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Protocol: HTTP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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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ets: 
      - Ref: Subnet 

     

[CT.ELASTICLOADBALANCING.PR.8] 모든 클래식 로드 밸런서 SSL/HTTPS 리스
너에 에서 제공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AWS Certificate Manager
이 컨트롤은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에서 제공하는 HTTPS/SSL 인증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8규칙 사양 (p. 61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8규칙 사양 (p. 61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8예제 템플릿 (p. 620)

설명

인증서를 생성하려면 ACM 또는 OpenSSL과 같은 SSL 및 TLS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Security Hub Hub는 ACM을 사용해 로드 밸런서를 위한 인증서를 생성하거나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
다.

ACM은 Classic Load Balancer와 통합하여 로드 밸런서에 인증서를 배포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증서는 자동
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HTTPS 또는 SSL 리스너를 통해 구성된 Classic Load Balancer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WS Certificate Manager(ACM) 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구성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assic Load Balancer - 예

HTTPS 리스너 및AWS Certificate Manager SSL 인증서로 구성된 Classic Load Balancer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assic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Subn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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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Policies": [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 
            ], 
            "Listeners": [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 
                    "SSLCertificateId": { 
                        "Ref": "ACMCertificate" 
                    } 
                } 
            ] 
        } 
    }
} 
                 

YAML 예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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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LASTICLOADBALANCING.PR.8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_acm_certificate_requir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Classic Load Balancers use HTTPS/SSL certificates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re are no HTTPS or SSL 'Listeners' configured on the load balancer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re are one or more HTTPS or SSL 'Listeners' configured on the load balancer 
 resource
#       And: 'SSLCertificateId' on load balancer HTTPS or SSL 'Listeners' is missing or not 
 a valid ACM certificate ARN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There are one or more HTTPS or SSL 'Listeners' configured on the load balancer 
 resource
#       And: 'SSLCertificateId' matches an ACM certificate ARN for all 'HTTPS' and 'SSL' 
 'Listener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et ACM_CERTIFICATE_ARN_PATTERN = /arn:aws[a-z0-9\-]*:acm:[a-z0-9\-]+:\d{12}:certificate\/
[\w\-]{1,64}/
let SECURE_LISTENER_PROTOCOLS = ["HTTPS", "SSL"]
let INPUT_DOCUMENT = th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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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gnments
#
let class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_acm_certificate_requi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ass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class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8]: Require any classic load balancer SSL/HTTPS 
 listener to have a certificate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FIX]: Configure Classic Load Balancers to use certificates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ACM). 
        >>
}

rule elb_acm_certificate_requi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8]: Require any classic load balancer SSL/HTTPS 
 listener to have a certificate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FIX]: Configure Classic Load Balancers to use certificates provided by AWS 
 Certificate Manager (ACM).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assic_load_balancer) { 
    %classic_load_balancer [ 
        filter_load_balancer_with_listeners(this) 
    ] { 
        Listeners [ 
            filter_secure_listeners(this) 
        ] { 
            # Scenarios 3 and 4 
            SSLCertificateId exists 
            SSLCertificateId == %ACM_CERTIFICATE_ARN_PATTERN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SSLCertificateId,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 
    }
}

rule filter_load_balancer_with_listeners(classic_load_balancer) { 
    %classic_load_balancer { 
        Listeners exists 
        Listeners is_list 
        Listeners not empty 
    }
}

rule filter_secure_listeners(listener) { 
    %listener { 
        Protocol exists 
        Protocol in %SECURE_LISTENER_PROTOCOL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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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ELASTICLOADBALANCING.PR.8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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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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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Select: 
        - 1 
        - Fn::GetAZs: ''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arn:aws:iam::123456789012:server-certificate/example-certificate 

     

[CT.ELASTICLOADBALANCING.PR.9]AWS ELB 애플리케이션 또는 Classic Load 
Balancer 리스너가 HTTPS 또는 TLS 종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Elastic Load Balancing (ELB) Classic Load Balancer 프런트 엔드 리스너가 HTTPS 또는 SSL 
프로토콜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9규칙 사양 (p. 624)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9규칙 사양 (p. 624)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9예제 템플릿 (p. 626)

설명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기 전에 리스너를 하나 이상 추가해야 합니다. 리스너는 구성한 프로토콜 및 포트를 사
용하여 연결 요청을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리스너는 HTTP 및 HTTPS/TLS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습니
다. 로드 밸런서가 전송 중에 암호화 및 암호 해독 작업을 수행하도록 항상 HTTPS 또는 TLS 리스너를 사용
해야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HTTPS 또는 SS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Classic Load Balancer 프런트 엔드 리스너를 구성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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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Load Balancer - 예제 1

HTTPS 리스너로 구성된 Classic Load Balancer.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 
                } 
            ], 
            "Listeners": [ 
                { 
                    "Protocol": "HTTPS", 
                    "SSLCertificateId": { 
                        "Ref": "ACMCertificate" 
                    },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443 
                } 
            ] 
        } 
    }
} 
                 

YAML 예

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 
    Listeners: 
      - Protocol: HTTPS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443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assic Load Balancer - 예제 2

SSL 리스너로 구성된 Classic Load Balancer.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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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ets": [ 
                { 
                    "Ref": "Subnet" 
                } 
            ], 
            "Listeners": [ 
                { 
                    "Protocol": "SSL", 
                    "SSLCertificateId": { 
                        "Ref": "ACMCertificate" 
                    },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443 
                } 
            ] 
        } 
    }
} 
                 

YAML 예

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 
    Listeners: 
      - Protocol: SSL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443 

                 

CT.ELASTICLOADBALANCING.PR.9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_tls_https_listeners_only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Classic Load Balancer front-end listeners are configured with HTTPS or 
 SSL protocols.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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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Listeners' has not been provided or is provided with a value of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Protocol' on LoadBalancer 'Listeners' is not set to 'HTTPS' or 'SSL'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Load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Protocol' is set to 'HTTPS' or 'SSL' for all 'Listener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ass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_tls_https_listeners_onl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ass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class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9]: Require that an AWS ELB Application or Classic Load 
 Balancer listener is configured with HTTPS or TLS termination 
        [FIX]: Configure Classic Load Balancer front-end listeners with HTTPS or SSL 
 protocols. 
        >>
}

rule elb_tls_https_listeners_onl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9]: Require that an AWS ELB Application or Classic Load 
 Balancer listener is configured with HTTPS or TLS termination 
        [FIX]: Configure Classic Load Balancer front-end listeners with HTTPS or SSL 
 protocol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assic_load_balancer) { 
    %classic_load_balancer { 
        # Sce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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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ers exists 
        Listeners is_list 
        Listeners not empty 

        # Scenarios 3 and 4 
        Listeners[*] { 
           Protocol exists 
           Protocol in ["HTTPS", "SSL"]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LOADBALANCING.PR.9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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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Listeners: 
      - Protocol: HTTPS 
        SSLCertificateId: arn:aws:acm:us-
east-1:123456789012:certificate/12345678-12ab-34cd-56ef-12345678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443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Listeners: 
      - Protocol: HTTP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80 

     

[CT.ELASTICLOADBALANCING.PR.10] ELB 애플리케이션 또는 클래식 로드 밸런
서가 로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클래식 로드 밸런서에 로깅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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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10규칙 사양 (p. 62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0규칙 사양 (p. 62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0예제 템플릿 (p. 631)

설명

Elastic Load Balancing은 로드 밸런서에 전송된 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캡처하는 액세스 로그를 제공합
니다. 각 로그에는 요청을 받은 시간,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지연 시간, 요청 경로 및 서버 응답과 같은 정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스 로그를 사용하여 트래픽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클래식 로드 밸런서 액세스 로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Amazon S3 버킷을AccessLoggingPolicy 설정하
고 제공하십시오.S3BucketNam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assic Load Balancer - 예

HTTPS 리스너 및 액세스 로깅으로 구성된 Classic Classic Load Balancer Balancer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assic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Listeners": [ 
                { 
                    "Protocol": "HTTPS",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443 
                } 
            ], 
            "Subnets": [ 
                { 
                    "Ref": "Subnet" 
                } 
            ], 
            "AccessLoggingPolicy": { 
                "Enabled": true, 
                "S3BucketName": { 
                    "Ref": "LoggingBucke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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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Protocol: HTTPS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443 
    Subnets: 
      - !Ref 'Subnet' 
    AccessLoggingPolicy: 
      Enabled: true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CT.ELASTICLOADBALANCING.PR.10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_logg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Classic Load Balancers have logging enabled.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AccessLoggingPolicy'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AccessLoggingPolicy' has been provided
#       And: 'Enabled' in 'AccessLoggingPolicy' is missing or has been set to bool(false) 
 or 'S3BucketName' is missing
#             or empty string value
#      Then: FAIL
#   Scenari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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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AccessLoggingPolicy' has been provided
#       And: 'Enabled' has been provided in 'AccessLoggingPolicy' and has been set to 
 bool(true)
#       And: 'S3BucketName' has been provided in 'AccessLoggingPolicy' as a non-empty 
 string value or
#            valid local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ass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ass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class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0]: Require an ELB application or classic load 
 balancer to have logging activated 
        [FIX]: Set an 'AccessLoggingPolicy' and provide an 'S3BucketName' with an Amazon S3 
 bucket configured to receive classic load balancer access logs. 
        >>

}

rule elb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0]: Require an ELB application or classic load 
 balancer to have logging activated 
        [FIX]: Set an 'AccessLoggingPolicy' and provide an 'S3BucketName' with an Amazon S3 
 bucket configured to receive classic load balancer access log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assic_load_balancer) { 
    %classic_load_balancer { 
        # Scenario 2 
        AccessLoggingPolicy exists 
        AccessLoggingPolicy is_struct 

        AccessLoggingPolicy { 
            # Scenario 3 and 4 
            Enabled exists 
            Enabled == true 

            S3BucketName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S3BucketName)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S3BucketName, "AWS::S3::Bu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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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ELASTICLOADBALANCING.PR.10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Mappings: 
  RegionToELBAccountId: 
    us-east-1: 
      AccountId: '127311923021' 
    us-west-1: 
      AccountId: '027434742980' 
    us-west-2: 
      AccountId: '797873946194' 
    ca-central-1: 
      AccountId: '985666609251' 
    eu-we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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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d: '156460612806' 
    ap-northeast-1: 
      AccountId: '582318560864' 
    ap-northeast-2: 
      AccountId: '600734575887' 
    ap-southeast-1: 
      AccountId: '114774131450' 
    ap-southeast-2: 
      AccountId: '783225319266' 
    ap-south-1: 
      AccountId: '718504428378' 
    us-east-2: 
      AccountId: '033677994240' 
    sa-east-1: 
      AccountId: '507241528517' 
    eu-central-1: 
      AccountId: '054676820928' 
    af-south-1: 
      AccountId: '098369216593' 
    ap-east-1: 
      AccountId: '754344448648' 
    ap-southeast-3: 
      AccountId: '589379963580' 
    ap-northeast-3: 
      AccountId: '383597477331' 
    eu-west-2: 
      AccountId: '652711504416' 
    eu-south-1: 
      AccountId: '635631232127' 
    eu-west-3: 
      AccountId: '009996457667' 
    eu-north-1: 
      AccountId: '897822967062' 
    me-south-1: 
      AccountId: '076674570225' 
    us-gov-west-1: 
      AccountId: '048591011584' 
    us-gov-east-1: 
      AccountId: '190560391635' 
  RegionToARNPrefix: 
    us-east-1: 
      ARNPrefix: 'arn:aws:' 
    us-west-1: 
      ARNPrefix: 'arn:aws:' 
    us-west-2: 
      ARNPrefix: 'arn:aws:' 
    ca-central-1: 
      ARNPrefix: 'arn:aws:' 
    eu-west-1: 
      ARNPrefix: 'arn:aws:' 
    ap-northeast-1: 
      ARNPrefix: 'arn:aws:' 
    ap-northeast-2: 
      ARNPrefix: 'arn:aws:' 
    ap-southeast-1: 
      ARNPrefix: 'arn:aws:' 
    ap-southeast-2: 
      ARNPrefix: 'arn:aws:' 
    ap-south-1: 
      ARNPrefix: 'arn:aws:' 
    us-east-2: 
      ARNPrefix: 'arn:aws:' 
    sa-east-1: 
      ARNPrefix: 'arn:aws:' 
    eu-central-1: 
      ARNPrefix: 'arn: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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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south-1: 
      ARNPrefix: 'arn:aws:' 
    ap-east-1: 
      ARNPrefix: 'arn:aws:' 
    ap-southeast-3: 
      ARNPrefix: 'arn:aws:' 
    ap-northeast-3: 
      ARNPrefix: 'arn:aws:' 
    eu-west-2: 
      ARNPrefix: 'arn:aws:' 
    eu-south-1: 
      ARNPrefix: 'arn:aws:' 
    eu-west-3: 
      ARNPrefix: 'arn:aws:' 
    eu-north-1: 
      ARNPrefix: 'arn:aws:' 
    me-south-1: 
      ARNPrefix: 'arn:aws:' 
    us-gov-west-1: 
      ARNPrefix: 'arn:aws-us-gov:' 
    us-gov-east-1: 
      ARNPrefix: 'arn:aws-us-gov:'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LoggingBucket: 
    Type: AWS::S3::Bucket 
  Logging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Logging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PutObject' 
            Effect: Allow 
            Resource: 
              Fn::Join: 
                - '' 
                - - Fn::FindInMap: [RegionToARNPrefix, !Ref 'AWS::Region', ARNPre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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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 
                  - Ref: LoggingBucket 
                  - /AWSLogs/ 
                  - Ref: AWS::AccountId 
                  - /* 
            Principal: 
              AWS:  
                Fn::FindInMap: [RegionToELBAccountId, !Ref 'AWS::Region', AccountId]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Protocol: HTTP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80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AccessLoggingPolicy: 
        Enabled: true 
        S3BucketName: 
          Ref: LoggingBucke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Protocol: HTTP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80 
      Sub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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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CT.ELASTICLOADBALANCING.PR.11] 모든 ELB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연결 드
레이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ELB (Elastic Load Balancing) 클래식 로드 밸런서에 연결 드레이닝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
니다.

• 제어 목표: 복원력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11규칙 사양 (p. 63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1규칙 사양 (p. 63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1예제 템플릿 (p. 638)

설명

Classic Load Balancer에서 연결 드레이닝을 활성화하면 로드 밸런서가 등록 취소 중이거나 비정상 상태인 
인스턴스로의 요청 전송을 중지합니다. 기존 연결을 열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구성은 연결이 갑자기 끊어
지지 않도록 Auto Scaling 그룹의 인스턴스에 특히 유용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Elastic Load Balancing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십시오.ConnectionDrainingPolicy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assic Load Balancer - 예

연결 드레이닝이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Classic Load Balancer.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Classic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Listeners": [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 
                    "SSLCertificateId": { 
                        "Ref": "ACM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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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olicies": [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 
            ],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ConnectionDrainingPolicy": { 
                "Enabled": true 
            } 
        } 
    }
} 
                 

YAML 예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ConnectionDrainingPolicy: 
      Enabled: true 

                 

CT.ELASTICLOADBALANCING.PR.11규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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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_connection_drain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Elastic Load Balancing (ELB) Classic Load Balancers have 
 connection draining configured.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ConnectionDrainingPolicy'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ConnectionDrainingPolicy'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d' in 'ConnectionDrainingPolicy' is missing or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 balancer resource
#       And: 'ConnectionDrainingPolicy'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d' in 'ConnectionDrainingPolicy'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ass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_connection_drain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assic_load_balancers not emp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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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class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1]: Require any ELB classic load balancer to have 
 connection draining activated 
        [FIX]: Configure a 'ConnectionDrainingPolicy' on Elastic Load Balancing Classic 
 Load Balancers. 
        >>
}

rule elb_connection_drain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1]: Require any ELB classic load balancer to have 
 connection draining activated 
        [FIX]: Configure a 'ConnectionDrainingPolicy' on Elastic Load Balancing Classic 
 Load Balancer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assic_load_balancer) { 
    %classic_load_balancer { 
        # Scenario 2 
        ConnectionDrainingPolicy exists 
        ConnectionDrainingPolicy is_struct 

        ConnectionDrainingPolicy { 
            # Scenario 3 and 4 
            Enabled exists 
            Enabled == true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LOADBALANCING.PR.1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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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ConnectionDrainingPolicy: 
        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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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Protocol: HTTP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80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CT.ELASTICLOADBALANCING.PR.12] 모든 ELB 클래식 로드 밸런서 SSL/
HTTPS 리스너에 강력한 구성으로 사전 정의된 보안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Elastic Load Balancing (ELB) Classic Load Balancer HTTPS/SSL 리스너가 사전 정의된 보안 
정책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12규칙 사양 (p. 64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2규칙 사양 (p. 64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2 예제 템플릿 (p. 645)

설명

보안 정책은 SSL 프로토콜, 암호 및 서버 순서 기본 설정 옵션의 조합입니다. 사전 정의된 정책은 클라이언트
와 로드 밸런서 간의 SSL 협상 동안 지원을 제공하는 암호, 프로토콜 및 기본 설정 순서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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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면 SSL 및 TLS의 특정 버전을 해제해야 하는 규정 준수 및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ELBSecurityPolicy-TLS-1-2-2017-01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HTTPS 또는 SSL 리스너로 구성된 Elastic Load Balancing 클래식 로드 밸런서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이라는 사전 정의된 보안 정책을 사용하도록 Classic Load Balancer HTTPS/SSL 리스너를 구성합니
다ELBSecurityPolicy-TLS-1-2-2017-01.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assic Load Balancer - 예

Classic Load Balancer 클래식 로드 밸런서에 대해ELBSecurityPolicy-TLS-1-2-2017-01 사전 정의된 
보안 정책을 참조하는 HTTPS 리스너 및 SSL 협상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
다.

JSON 예

{ 
    "Classic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Policies": [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 
            ], 
            "Listeners": [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SSLCertificateId": { 
                        "Ref": "ACMCertificate" 
                    },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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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예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CT.ELASTICLOADBALANCING.PR.1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_predefined_security_policy_ssl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Elastic Load Balancing (ELB) Classic Load Balancer HTTPS/
SSL listeners use the predefined security policy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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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There are no HTTPS or SSL 'Listeners' configured on the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Policies' does not contain a policy with 'PolicyType' equal to 
 'SSLNegotiationPolicyTyp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Policies' contains a policy with 'PolicyType' equal to 
 'SSLNegotiationPolicyType'
#       And: 'Policies' is missing a 'Reference-Security-Policy' with a value of
#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Policies' contains a policy with 'PolicyType' equal to 
 'SSLNegotiationPolicyType'
#       And: 'Policies' contains a 'Reference-Security-Policy' with a value of
#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And: A 'HTTPS' or 'SSL' Listener on the LoadBalancer resource does not reference 
 the secure policy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Policies' contains a policy with 'PolicyType' equal to 
 'SSLNegotiationPolicyType'
#       And: 'Policies' contains a 'Reference-Security-Policy' with a value of
#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And: All 'HTTPS' and 'SSL' Listeners on the LoadBalancer resource reference the 
 secure policy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et VALID_REFERENCE_SECURITY_POLICIES = [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ass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_predefined_security_policy_ssl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ass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classic_load_balancers.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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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ELASTICLOADBALANCING.PR.12]: Require any ELB classic load balancer SSL/HTTPS 
 listener to have a predefined security policy with a strong configuration 
        [FIX]: Configure classic load balancer HTTPS/SSL listeners to use the predefined 
 security policy called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rule elb_predefined_security_policy_ssl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2]: Require any ELB classic load balancer SSL/HTTPS 
 listener to have a predefined security policy with a strong configuration 
        [FIX]: Configure classic load balancer HTTPS/SSL listeners to use the predefined 
 security policy called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assic_load_balancer) { 
    %classic_load_balancer { 
        let elb = this 

        # Scenario 2 
        Listeners[ Protocol in ["HTTPS", "SSL"] ] { 
            %elb.Policies exists 
            %elb.Policies is_list 
            %elb.Policies not empty 

            let secure_policies = %elb.Policies[ 
                PolicyType == "SSLNegotiationPolicyType" 
                some Attributes[*] { 
                    Name ==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in %VALID_REFERENCE_SECURITY_POLICIES 
                } 
            ].PolicyName 

            # Scenarios 3 and 4 
            %secure_policies not empty 

            # Scenarios 5 and 6 
            PolicyNames exists 
            PolicyNames is_list 
            PolicyNames not empty 
            some PolicyNames.* in %secure_policies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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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ELASTICLOADBALANCING.PR.12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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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2016-08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SSLCertificateId: arn:aws:iam::123456789012:server-certificate/example-certificate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CT.ELASTICLOADBALANCING.PR.13] 모든 ELB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교차 영
역 로드 밸런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Classic Load Balancer에서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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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목표: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ELASTICLOADBALANCING.PR.13규칙 사양 (p. 64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3규칙 사양 (p. 64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ELASTICLOADBALANCING.PR.13예제 템플릿 (p. 650)

설명

로드 밸런서 노드는 해당 가용 영역의 등록된 대상에만 트래픽을 분산합니다.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을 끄면 
각 로드 밸런서 노드가 자체 가용 영역에 있는 등록된 대상 간에만 트래픽을 분산합니다. 등록된 대상의 수가 
가용 영역 전체에서 동일하지 않으면 트래픽이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으므로 한 영역의 인스턴스가 다른 영역
의 인스턴스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을 활성화하면 클래식 로드 밸
런서에 대한 각각의 로드 밸런서 노드가 활성화된 모든 가용 영역에 있는 등록된 인스턴스 간에 요청을 균등
하게 분산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클래식 로드 밸런서로 설정합니다CrossZone.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assic Load Balancer - 예

교차 영역 로드 밸런싱이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Classic Load Balancer.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
니다.

JSON 예

{ 
    "ClassicLoadBalancer": {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 
            "Scheme": "internal", 
            "Listeners": [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Sample-SSLNegotiation-Policy" 
                    ], 
                    "SSLCertificateId": { 
                        "Ref": "ACMCertificate" 
                    } 
                } 
            ], 
            "Policies": [ 
                { 
                    "PolicyName": "S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647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Attributes": [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 
                    ] 
                } 
            ], 
            "Subnets": [ 
                { 
                    "Ref": "SubnetOne" 
                }, 
                { 
                    "Ref": "SubnetTwo" 
                } 
            ], 
            "CrossZone": true 
        } 
    }
} 
                 

YAML 예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S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Policies: 
      - PolicyName: S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CrossZone: true 

                 

CT.ELASTICLOADBALANCING.PR.1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elb_cross_zone_load_balanc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cross-zone load balancing is configured for your Classic 
 Load Bal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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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orts on: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CrossZone'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CrossZone' has been specified and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Elastic Load Balancing LoadBalancer resource
#       And: 'CrossZone' has been specified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classic_load_balancers = Resources.*[ Type == %ELASTIC_LOAD_BALANC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elb_cross_zone_load_balanc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classic_load_balancers not empty { 
    check(%classic_load_balancers.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3]: Require any ELB classic load balancer to have 
 cross-zone load balancing activated 
        [FIX]: Set 'CrossZone' to 'true' on Classic Load Balancers. 
        >>
}

rule elb_cross_zone_load_balanc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ELASTIC_LOAD_BALANCER_TYPE) { 
    check(%INPUT_DOCUMENT.%ELASTIC_LOAD_BALANCER_TYPE.resourceProperties) 
        << 
        [CT.ELASTICLOADBALANCING.PR.13]: Require any ELB classic load balancer to have 
 cross-zone load balancing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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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 Set 'CrossZone' to 'true' on Classic Load Balancer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classic_load_balancer) { 
    %classic_load_balancer { 
        # Scenario 2 
        CrossZone exists 

        # Scenario 3 and 4 
        CrossZone == tru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ELASTICLOADBALANCING.PR.1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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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Select: 
        - 1 
        - Fn::GetAZs: '' 
  ACMCertificate: 
    Type: "AWS::CertificateManager::Certificate" 
    Properties: 
      DomainName: example.com 
      ValidationMethod: DNS 
      DomainValidationOptions: 
        - DomainName: www.example.com 
          HostedZoneId: ZZZHHHHWWWWAAA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InstancePort: '80' 
        InstanceProtocol: HTTP 
        LoadBalancerPort: '443' 
        Protocol: HTTPS 
        PolicyNames: 
        - Example-SSLNegotiation-Policy 
        SSLCertificateId: 
          Ref: ACMCertificate 
      Policies: 
      - PolicyName: Example-SSLNegotiation-Policy 
        PolicyType: SSLNegotiationPolicyType 
        Attributes: 
        - Name: Reference-Security-Policy 
          Value: ELBSecurityPolicy-TLS-1-2-2017-01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CrossZone: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Support: 'true' 
      EnableDnsHostnames: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1.0/24 
      AvailabilityZone: 
        Fn::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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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Fn::GetAZs: '' 
  ClassicLoadBalancer: 
    Type: AWS::ElasticLoadBalancing::LoadBalancer 
    Properties: 
      Scheme: internal 
      Listeners: 
      - Protocol: HTTP 
        InstancePort: 80 
        LoadBalancerPort: 80 
      Subnet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CrossZone: false 

     

아마존 GuardDuty 컨트롤
주제

• [CT.GUARDDUTY.PR.1] Amazon S3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GuardDuty 탐지기가 필요합
니다. (p. 652)

[CT.GUARDDUTY.PR.1] Amazon S3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Amazon 
GuardDuty 탐지기가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GuardDuty 탐지기에서 Amazon S3 보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GuardDuty::Detecto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GUARDDUTY.PR.1규칙 사양 (p. 65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GUARDDUTY.PR.1규칙 사양 (p. 65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GUARDDUTY.PR.1예제 템플릿 (p. 655)

설명

Amazon은AWS CloudTrail 관리 이벤트와 S3 데이터 이벤트를 분석하여 Amazon CloudTrail S3 리소
스에 대한 위협을 GuardDuty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원본은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모니터링
합니다. 예를 들어, S3의 CloudTrail 관리 이벤트에는ListBucketsDeleteBuckets, 및 같은 S3 버
킷을 나열하거나 구성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PutBucketReplication. S3용 데이터 이벤트의 예로
는,GetObjectListObjectsDeleteObject, 및 같은 객체 수준 API 작업이PutObject 있습니다.

Amazon의AWS CloudTrail 관리 이벤트 GuardDuty 모니터링은 활성화된 GuardDuty 모든 계정에 대해 기
본적으로 켜져 있으며 구성할 수 없습니다. Amazon S3 데이터 이벤트 로그는 에서 구성 가능한 데이터 
GuardDuty 원본입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는 Amazon S3 보호를 활성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GuardDuty. 이 기능을 활성
화하지 않으면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의심스러운 액세스를 완전히 모니터링하거나 결과
를 생성할 수 GuardDuty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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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DataSources.S3Logs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GuardDuty 감지기 - 예제

Amazon S3 보호 기능이 활성화된 아마존 GuardDuty 디텍터.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GuardDutyDetector": { 
        "Type": "AWS::GuardDuty::Detector", 
        "Properties": { 
            "Enable": true, 
            "DataSources": { 
                "S3Logs": { 
                    "Enable": true 
                } 
            } 
        } 
    }
} 
                 

YAML 예

GuardDutyDetector: 
  Type: AWS::GuardDuty::Detector 
  Properties: 
    Enable: true 
    DataSources: 
      S3Logs: 
        Enable: true 

                 

CT.GUARDDUTY.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guardduty_s3_protec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if Amazon S3 protection is enabled on an Amazon GuardDuty detector.
#  
# Reports on:
#   AWS::GuardDuty::Detecto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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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GuardDuty detecto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GuardDuty detector resource
#        And: 'Enable' has not been specified or specified with value is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GuardDuty detector resource
#        And: 'Enable' is specified with a value of bool(true)
#        And: 'DataSources.S3Logs'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GuardDuty detector resource
#        And: 'Enable' is specified and value is bool(true)
#        And: 'DataSources.S3Logs'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 has not been specified within 'S3Logs' or has been specified with a 
 value of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GuardDuty detector resource
#        And: 'Enable' is specified and value is bool(true)
#        And: 'DataSources.S3Logs'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 has been specified within 'S3Logs' with a value of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GUARDDUTY_DETECTOR_TYPE = "AWS::GuardDuty::Detecto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guardduty_detectors = Resources.*[ Type == %GUARDDUTY_DETECTO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guardduty_s3_protec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guardduty_detectors not empty { 
    check(%guardduty_detectors.Properties) 
        << 
        [CT.GUARDDUTY.PR.1]: Require an Amazon GuardDuty detector to have Amazon S3 
 protection activated 
        [FIX]: Set 'DataSources.S3Logs' to true. 
        >>
}

rule guardduty_s3_protec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GUARDDUTY_DETECTOR_TYPE) { 
    check(%INPUT_DOCUMENT.%GUARDDUTY_DETECTOR_TYPE.resourceProperties) 
        << 
        [CT.GUARDDUTY.PR.1]: Require an Amazon GuardDuty detector to have Amazon S3 
 protection activated 
        [FIX]: Set 'DataSources.S3Logs' to true. 
        >>

654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guardduty_detector) { 
    %guardduty_detector { 
        # Scenario: 2 
        Enable exists 
        Enable == true 
        # Scenario: 3 
        DataSources exists 
        DataSources is_struct 
        DataSources { 
            # Scenario: 4 and 5 
            S3Logs exists 
            S3Logs is_struct 
            S3Logs { 
                Enable exists 
                Enable == true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GUARDDUTY.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GuardDutyDetector: 
    Type: AWS::GuardDuty::Detector 
    Properties: 
      Enable: true 
      DataSources: 
        S3Logs: 
          Enable: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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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rdDutyDetector: 
    Type: AWS::GuardDuty::Detector 
    Properties: 
      Enable: true 
      DataSources: 
        S3Logs: 
          Enable: fals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컨트롤
주제

• [CT.IAM.PR.1]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인라인 정책의 작업 및 리소스 요소에 “*”를 
포함하는 명령문이 없어야 합니다. (p. 656)

• [CT.IAM.PR.2]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고객 관리 정책에 작업 및 리소스 요소에 
“*”가 포함된 설명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 (p. 664)

• [CT.IAM.PR.3]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고객 관리형 정책에 와일드카드 서비스 작
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 (p. 670)

• [CT.IAM.PR.4]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에게 인라인 또는 관리형 정책을 연
결하지 않도록 요구 (p. 675)

• [CT.IAM.PR.5]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인라인 정책에 와일드카드 서비스 작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 (p. 681)

[CT.IAM.PR.1]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인라인 정책의 작업 
및 리소스 요소에 “*”를 포함하는 명령문이 없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인라인 정책에EffectAllow
:withActionResource:* over: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IAM::PolicyAWS::IAM::Role,AWS::IAM::User,AWS::IAM::Group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IAM.PR.1규칙 사양 (p. 65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1
규칙 사양 (p. 65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1 예
제 템플릿 (p. 663)

설명

IAM 정책은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부여되는 권한 세트를 정의합니다. 업계 표준 보안 권고에 따라 에서는 
정책에서 최소 권한을 부여하도록AWS 권장합니다. 즉, 태스크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에게 필요한 최소 권한 집합 대신 전체 관리자 권한을 제공하면 리소스가 원치 않는 작업에 노출될 수 있습니
다.

전체 관리자 권한을 허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특정 작업을 결정한 다음 사용자가 해당 작업만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만드십시오. 최소한의 권한 조합으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권한을 부여하
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관대한 권한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중에 권한을 강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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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Action 범위Effect:Allow*Resource over:라는 명령문이 있는 IAM 정책을* 삭제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Effect 의Allow 를 포함하고 와Resource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명령문이 있는 
IAM 인라인 정책에만 적용됩니다.Action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llow해당 허용EffectActionResource:* over:가 포함된 IAM 인라인 정책 설명을* 삭제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정책 - 예제 1

Amazon S3 버킷에서 객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IAM 인라인 정책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
시됩니다.

JSON 예

{ 
    "IAMPolicy":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sample-inline-policy", 
            "Roles": [ 
                { 
                    "Ref": "IAMRole"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samplebucket/*" 
                        ] 
                    } 
                ] 
            } 
        } 
    }
} 
                 

YAML 예

IAM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sample-inline-policy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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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arn:aws:s3:::samplebucket/*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역할 - 예제 2

Amazon S3 버킷에서 객체를 검색할 수 있는 인라인 정책으로 구성된 IAM 역할.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
시됩니다.

JSON 예

{ 
    "IAM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Ref": "AWS::AccountId"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olicies": [ 
                { 
                    "PolicyName": "sample-inline-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samplebucket/*" 
                                ] 
                            } 
                        ] 
                    } 
                }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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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Policies: 
      - PolicyName: sample-inline-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arn:aws:s3:::samplebucket/* 

                 

CT.IAM.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Name:
#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ies do 
 not include "Effect": "Allow" with "Action": "*" over "Resource": "*".
#  
# Reports on:
#   AWS::IAM::Policy, AWS::IAM::Role, AWS::IAM::User, AWS::IAM::Group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IAM policy,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no statements with 'Effect' set to 'Allow'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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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does not have both Action and resource statements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s
#       And: 'Policies' is not provided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s
#       And: 'Policies' is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All IAM policy documents in 'Policies' have no statements with 'Effect' set to 
 'Allow'
#      Then: SKIP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statement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and one or more 
 Resource statements
#       And: At least one Action statement allows all actions (Action value of '*')
#       And: At least one Resource statement is a wildcard representing all resources 
 (Resource value of '*')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s
#       And: 'Policies' is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IAM policy document in 'Policies'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       And: At least one Action statement allows all actions (Action value of '*')
#       And: At least one Resource statement is a wildcard representing all resources 
 (Resource value of '*')
#      Then: FAIL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and one or more Resource 
 statements
#       And: No Action statements allow administrator access (Action value of '*')
#       And: No Resources are wildcards representing all resources (Resource value of '*')
#      Then: PASS
#   Scenario: 9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s
#       And: 'Policies' is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IAM policy document in 'Policies'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       And: No Action statements allow administrator access (Action value of '*')
#       And: No Resources are wildcards representing all resources (Resource value of '*')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WS_IAM_POLICY_TYPE = "AWS::IAM::Policy"
let AWS_IAM_ROLE_TYPE = "AWS::IAM::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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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AWS_IAM_USER_TYPE = "AWS::IAM::User"
let AWS_IAM_GROUP_TYPE = "AWS::IAM::Group"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iam_policies = Resources.*[ Type == %AWS_IAM_POLICY_TYPE ]
let iam_principals = Resources.*[ 
    Type == %AWS_IAM_ROLE_TYPE or 
    Type == %AWS_IAM_USER_TYPE or 
    Type == %AWS_IAM_GROUP_TYPE
]

#
# Primary Rules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policies not empty { 
    check_policy(%iam_policies.Properties) 
        << 
        [CT.IAM.PR.1]: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y does not have a statement that includes "*" in the Action and Resource elements 
            [FIX]: Remove IAM inline policy statements with "Effect": "Allow" that permit 
 "Action": "*" over "Resource": "*".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POLICY_TYPE) { 
    check_policy(%INPUT_DOCUMENT.%AWS_IAM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1]: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y does not have a statement that includes "*" in the Action and Resource elements 
            [FIX]: Remove IAM inline policy statements with "Effect": "Allow" that permit 
 "Action": "*" over "Resource": "*".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principals not empty 
 { 
    check_principal(%iam_principals.Properties) 
        << 
        [CT.IAM.PR.1]: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y does not have a statement that includes "*" in the Action and Resource elements 
            [FIX]: Remove IAM inline policy statements with "Effect": "Allow" that permit 
 "Action": "*" over "Resource": "*".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ROLE_TYPE) { 
    check_principal(%INPUT_DOCUMENT.%AWS_IAM_ROLE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1]: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y does not have a statement that includes "*" in the Action and Resource elements 
            [FIX]: Remove IAM inline policy statements with "Effect": "Allow" that permit 
 "Action": "*" over "Resource": "*".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USER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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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_principal(%INPUT_DOCUMENT.%AWS_IAM_USER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1]: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y does not have a statement that includes "*" in the Action and Resource elements 
            [FIX]: Remove IAM inline policy statements with "Effect": "Allow" that permit 
 "Action": "*" over "Resource": "*".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GROUP_TYPE) { 
    check_principal(%INPUT_DOCUMENT.%AWS_IAM_GROUP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1]: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y does not have a statement that includes "*" in the Action and Resource elements 
            [FIX]: Remove IAM inline policy statements with "Effect": "Allow" that permit 
 "Action": "*" over "Resource": "*".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policy(policy) { 
    %policy [ 
        filter_policy_document_with_statement_provided(this) 
    ] { 
        PolicyDocument { 
           check_statement(Statement) 
       } 
    }
}

rule check_principal(iam_principal) { 
    %iam_principal [ 
        filter_iam_principal_with_inline_policy_provided(this) 
    ] { 
        Policies[*] { 
            check_policy(this) 
       } 
    }
}

rule check_statement(statement) { 
    %statement [ 
        filter_allow_on_action_and_resource(this) 
    ] { 
        Action exists 
        Resource exists 
        check_admin_access(Action, Resource) 
    }
}

rule filter_allow_on_action_and_resource(statement) { 
    %statement { 
        Effect == "Allow" 
        Action exists 
        Resource exists 
    }
}

rule filter_policy_document_with_statement_provided(policy) { 
    %policy { 
        PolicyDocument exists 
        PolicyDocument is_struct 
        Policy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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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exists 
            filter_statement_non_empty_list(Statement) or 
            Statement is_struct 
        } 
    }
}

rule filter_iam_principal_with_inline_policy_provided(iam_principal) { 
    %iam_principal { 
        Policies exists 
        Policies is_list 
        Policies not empty 
    }
}

rule filter_statement_non_empty_list(statement) { 
    %statement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
}

rule check_admin_access(actions, resources) { 
    when some %actions[*] == "*" { 
        %resources[*]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IAM.PR.1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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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Fn::Sub: ${AWS::StackName}-inline-policy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arn:aws:s3:::examplebucke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IAM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Fn::Sub: ${AWS::StackName}-inline-policy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CT.IAM.PR.2]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고객 관리 정책에 작
업 및 리소스 요소에 “*”가 포함된 설명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고객 관리형 정책에EffectAllow
:withActionResource:* over: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규칙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IAM::ManagedPolic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IAM.PR.2규칙 사양 (p.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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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2
규칙 사양 (p. 66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2예
제 템플릿 (p. 669)

설명

IAM 정책은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부여되는 권한 세트를 정의합니다. 업계 표준 보안 권고에 따라 에서는 
정책에서 최소 권한을 부여하도록AWS 권장합니다. 즉, 태스크에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에게 필요한 최소 권한 집합 대신 전체 권한을 제공하면 리소스가 원치 않는 작업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체 권한을 허용하는 대신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특정 작업을 결정한 다음 사용자가 해당 작업만 수행하
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만드세요. 최소한의 권한 조합으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관대한 권한으로 시작하지 말고 나중에 권한을 강화하십시오.

허용Action 범위Effect:Allow*Resource over:라는 명령문이 있는 IAM 정책을* 삭제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IAM 고객 관리 정책만 검사합니다. 인라인 및AWS 관리형 정책은 확인하지 않습니
다.

• 이 컨트롤은Effect 의Allow 를 포함하고 와Resource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명령문이 있는 
IAM 인라인 정책에만 적용됩니다.Action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llow해당 허용EffectActionResource:* over:가 포함된 IAM 인라인 정책 설명을* 삭제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관리형 정책 - 예제

Amazon S3 버킷에서 객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IAM 관리형 정책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
시됩니다.

JSON 예

{ 
    "IAMManagedPolicy": {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 
            "Roles": [ 
                { 
                    "Ref": "IAMRole"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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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s3:::samplebucket/*" 
                        ] 
                    } 
                ] 
            } 
        } 
    }
} 
                 

YAML 예

IAMManagedPolicy: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arn:aws:s3:::samplebucket/* 

                 

CT.IAM.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Name:
#   iam_managed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customer managed 
 policies do not include "Effect": "Allow" with "Action": "*" over "Resource": "*".
#  
# Reports on:
#   AWS::IAM::ManagedPolic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IAM managed polic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no statements with 'Effect' set to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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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does not have both Action and Resource statements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statement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and one or more 
 Resource statements
#       And: Within a single policy statement at least one Action statement allows all 
 actions (Action value of '*')
#       And: Within the same policy statement at least one Resource statement is a wildcard 
 representing all
#            resources (Resource value of '*')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and one or more Resource 
 statements
#       And: Within a single policy statement no Action statements allow all actions 
 (Action value of '*')
#       And: Within the same policy statement no Resources are wildcards representing all
#            resources (Resource value of '*')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WS_IAM_MANAGED_POLICY_TYPE = "AWS::IAM::ManagedPolicy"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iam_managed_policies = Resources.*[ Type == %AWS_IAM_MANAGED_POLIC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iam_managed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managed_policies 
 not empty { 
    check(%iam_managed_policies.Properties) 
        << 
        [CT.IAM.PR.2]: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customer-
managed policies do not contain a statement that includes "*" in the Action and Resource 
 elements 
            [FIX]: Remove IAM inline policy statements with "Effect": "Allow" that permit 
 "Action": "*" over "Resource": "*". 
        >>
}

rule iam_managed_policy_no_statements_with_admin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MANAGED_POLICY_TYPE) { 
    check(%INPUT_DOCUMENT.%AWS_IAM_MANAGED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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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IAM.PR.2]: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customer-
managed policies do not contain a statement that includes "*" in the Action and Resource 
 elements 
            [FIX]: Remove IAM inline policy statements with "Effect": "Allow" that permit 
 "Action": "*" over "Resource": "*".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policy) { 
    %policy [ 
        filter_policy_document_with_statement_provided(this) 
    ] { 
        PolicyDocument { 
           check_statement(Statement) 
       } 
    }
}

rule check_statement(statement) { 
    %statement [ 
        filter_allow_on_action_and_resource(this) 
    ] { 
        Action exists 
        Resource exists 
        check_admin_access(Action, Resource) 
    }
}

rule filter_allow_on_action_and_resource(statement) { 
    %statement { 
        Effect == "Allow" 
        Action exists 
        Resource exists 
    }
}

rule filter_policy_document_with_statement_provided(policy) { 
    %policy { 
        PolicyDocument exists 
        PolicyDocument is_struct 
        PolicyDocument { 
            Statement exists 
            filter_statement_non_empty_list(Statement) or 
            Statement is_struct 
        } 
    }
}

rule filter_statement_non_empty_list(statement) { 
    %statement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
}

rule check_admin_access(actions, resources) { 
    when some %actions[*] == "*" { 
        %resources[*] != "*" 
    }
}

#
# Utilit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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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IAM.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IAMManagedPolicy: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Resource: 
          - arn:aws:s3:::examplebucket/*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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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IAMManagedPolicy: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Resource: '*' 

     

[CT.IAM.PR.3]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고객 관리형 정책에 
와일드카드 서비스 작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고객 관리형 정책에 개별AWS 서비스에 
대한Effect:Allow withAction:Service:* (예: s3: *) 명령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정책에
서NotAction of와 의 조합을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Allow.Effect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규칙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IAM::ManagedPolic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IAM.PR.3규칙 사양 (p. 67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3
규칙 사양 (p. 67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3예
제 템플릿 (p. 674)

설명

권한을 할당할 때는 IAM 정책에서 허용되는 IAM 작업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AWS 서비스 IAM 
정책을 필수 작업으로만 제한하여 최소 권한 권한을 프로비저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이 너무 관대한 경
우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IAM 보안 주체에 정책을 연결하는 경우 권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IAM 고객 관리 정책만 검사합니다. 인라인 및AWS 관리형 정책은 확인하지 않습니
다.

• 이 컨트롤은Action orNotAction 요소가 있는 of를 포함하는 명령문이 있는 IAM 고객 관리형 
정책에만 적용됩니다.EffectAllow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 및:service:* 또는EffectEffect:Allow 및Action: 및 를 사용하여 IAM 고객 관리 정책에서 설명을 제
거합니다NotAction.Allow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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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관리형 정책 - 예제

Amazon S3ListBucket 작업을 허용하도록 구성된 IAM 관리형 정책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
됩니다.

JSON 예

{ 
    "IAMManagedPolicy": {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 
            "Roles": [ 
                { 
                    "Ref": "IAMRole"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 
                        ] 
                    } 
                ] 
            } 
        } 
    }
} 
                 

YAML 예

IAMManagedPolicy: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Resource: 
            - '*' 

                 

CT.IAM.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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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Name:
#   iam_managed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customer-managed 
 policies do not contain statements of "Effect": "Allow" with "Action": "Service:*" (for 
 example, s3:*) for individual AWS ###, and that the policies do not use the combination of 
 "NotAction" with an "Effect" of "Allow".
#  
# Reports on:
#   AWS::IAM::ManagedPolicy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IAM Managed Polic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no statements with 'Effect' set to 'Allow'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       And: At least one 'Action' statement allows full access to a service ('Action' has 
 a value 'servi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NotAction' statements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       And: No 'Action' statements allow full access to a service ('Action' does not have 
 a value 'servi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WS_IAM_MANAGED_POLICY_TYPE = "AWS::IAM::ManagedPolicy"
let WILDCARD_ACTION_PATTERN = /^[\w]*[:]*\*$/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iam_managed_policies = Resources.*[ Type == %AWS_IAM_MANAGED_POLICY_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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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Rules
#
rule iam_managed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managed_policies not 
 empty { 
    check(%iam_managed_policies.Properties) 
        << 
        [CT.IAM.PR.3]: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customer-
managed policies do not have wildcard service actions 
            [FIX]: Remove statements from IAM customer-managed policies with "Effect": 
 "Allow" and "Action": "service:*" or "Effect": "Allow" and "NotAction". 
        >>
}

rule iam_managed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MANAGED_POLICY_TYPE) { 
    check(%INPUT_DOCUMENT.%AWS_IAM_MANAGED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3]: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customer-
managed policies do not have wildcard service actions 
            [FIX]: Remove statements from IAM customer-managed policies with "Effect": 
 "Allow" and "Action": "service:*" or "Effect": "Allow" and "NotAction".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policy) { 
    %policy [ 
        filter_policy_document_with_statement_provided(this) 
    ] { 
        PolicyDocument { 
            check_statement_no_wildcard_actions(Statement) 
            check_statement_no_not_action(Statement) 
       } 
    }
}

rule check_statement_no_wildcard_actions(statement) { 
    %statement [ 
        filter_allow_on_action(this) 
    ] { 
        Action exists 
        check_no_wildcard_action(Action) 
    }
}

rule check_statement_no_not_action(statement) { 
    %statement [ 
        filter_allow(this) 
    ] { 
        NotAction not exists 
    }
}

rule filter_allow_on_action(statement) { 
    %statement { 
        Effect == "Allow" 
        Action exists 
    }
}

rule filter_allow(statement) {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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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 "Allow" 
    }
}

rule filter_policy_document_with_statement_provided(policy) { 
    %policy { 
        PolicyDocument exists 
        PolicyDocument is_struct 
        PolicyDocument { 
            Statement exists 
            filter_statement_non_empty_list(Statement) or 
            Statement is_struct 
        } 
    }
}

rule filter_statement_non_empty_list(statement) { 
    %statement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
}

rule check_no_wildcard_action(actions) { 
    %actions[*] { 
        this != %WILDCARD_ACTION_PATTERN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IAM.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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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s:AssumeRole 
  IAMManagedPolicy: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Resource: 
          -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IAMManagedPolicy: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s3:* 
          Resource: '*' 

     

[CT.IAM.PR.4]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에게 인라인 또
는 관리형 정책을 연결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가 인라인 또는 관리형 (AWS및 고객) 정책
을 직접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대신 IAM 사용자는 IAM 그룹 또는 역할로부터 권한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IAM::User,AWS::IAM::Policy,AWS::IAM::ManagedPolic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IAM.PR.4규칙 사양 (p. 678)

세부 정보 및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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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4
규칙 사양 (p. 67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4예
제 템플릿 (p. 681)

설명

기본적으로 IAM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는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IAM 정책은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IAM 정책을 그룹 및 역할에 직접 적용하되 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않
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룹 또는 역할 수준에서 권한을 할당하면 액세스 관리의 복잡
성이 줄어듭니다. 액세스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면 주체가 실수로 과도한 권한을 받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줄
어들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IAM 그룹에서 권한을 상속하도록 IAM 사용자를 구성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사용자 - 예제

IAM 정책 또는 관리형 정책 첨부 파일 없이 구성된 IAM 사용자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IAMUser": { 
        "Type": "AWS::IAM::User" 
    }
} 
                 

YAML 예

IAMUser: 
  Type: AWS::IAM::User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정책 - 예제

IAM 사용자 연결 없이 구성된 IAM 정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IAMPolicy":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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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 
                        "Resource": "*" 
                    } 
                ] 
            }, 
            "PolicyName": "sample-policy", 
            "Roles": [ 
                { 
                    "Ref": "IAMRole" 
                } 
            ] 
        } 
    }
} 
                 

YAML 예

IAM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Resource: '*' 
    PolicyName: sample-policy 
    Roles: 
      - !Ref 'IAMRol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관리형 정책 - 예제

IAM 사용자 연결 없이 구성된 IAM 관리형 정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IAMManagedPolicy": {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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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AML 예

IAMManagedPolicy: 
  Type: AWS::IAM::ManagedPolicy 
  Properties: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Resource: '*' 

                 

CT.IAM.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iam_user_no_policie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your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user has 
 inline or managed (AWS and customer) policies directly attached. Instead, IAM users should 
 inherit permissions from IAM groups or roles.
#  
# Reports on:
#   AWS::IAM::User, AWS::IAM::Policy, AWS::IAM::ManagedPolic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IAM user, policy or managed polic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user resource
#       And: 'Policies' or 'ManagedPolicyArns' have been specified as a non-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or managed policy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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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sers' has been specified and is a non-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user resource
#       And: 'Policies' has not been been specified or is an empty list
#       And: 'ManagedPolicyArns' has not been been specified or is an empty list
#      Then: PASS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or managed policy resource
#       And: 'Users' has not been specified or is an 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IAM_USER_TYPE = "AWS::IAM::User"
let IAM_POLICY_TYPE = "AWS::IAM::Policy"
let IAM_MANAGED_POLICY_TYPE = "AWS::IAM::ManagedPolicy"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iam_users = Resources.*[ Type == %IAM_USER_TYPE ]
let iam_policies = Resources.*[ Type == %IAM_POLICY_TYPE ]
let iam_managed_policies = Resources.*[ Type == %IAM_MANAGED_POLIC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iam_user_no_policie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users not empty { 
    check_user(%iam_users.Properties) 
        << 
        [CT.IAM.PR.4]: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user does 
 not have an inline or managed policy attached attached 
            [FIX]: Configure IAM users to inherit permissions from IAM groups. 
        >>
}

rule iam_user_no_policie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policies not empty { 
    check_policy(%iam_policies.Properties) 
        << 
        [CT.IAM.PR.4]: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user does 
 not have an inline or managed policy attached attached 
            [FIX]: Configure IAM users to inherit permissions from IAM groups. 
        >>
}

rule iam_user_no_policie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managed_policies not empty { 
    check_policy(%iam_managed_policies.Properties) 
        << 
        [CT.IAM.PR.4]: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user does 
 not have an inline or managed policy attached attached 
            [FIX]: Configure IAM users to inherit permissions from IAM groups. 
        >>
}

rule iam_user_no_policie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IAM_USER_TYPE) { 
    check_user(%INPUT_DOCUMENT.%IAM_USER_TYPE.resourc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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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IAM.PR.4]: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user does 
 not have an inline or managed policy attached attached 
            [FIX]: Configure IAM users to inherit permissions from IAM groups. 
        >>
}

rule iam_user_no_policie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IAM_POLICY_TYPE) { 
    check_policy(%INPUT_DOCUMENT.%IAM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4]: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user does 
 not have an inline or managed policy attached attached 
            [FIX]: Configure IAM users to inherit permissions from IAM groups. 
        >>
}

rule iam_user_no_policie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IAM_MANAGED_POLICY_TYPE) 
 { 
    check_policy(%INPUT_DOCUMENT.%IAM_MANAGED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4]: Require that an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user does 
 not have an inline or managed policy attached attached 
            [FIX]: Configure IAM users to inherit permissions from IAM group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user(iam_user) { 
    %iam_user { 
        # Scenario 2 and 4 
        Policies not exists or 
        exists_and_is_empty_list(Policies) 

        ManagedPolicyArns not exists or 
        exists_and_is_empty_list(ManagedPolicyArns) 
    }
}

rule check_policy(policy) { 
    %policy { 
        # Scenario 3 and 4 
        Users not exists or 
        exists_and_is_empty_list(Users) 
    }
}

rule exists_and_is_empty_list(list_property) { 
    %list_property { 
        this is_list 
        this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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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IAM.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User: 
    Type: AWS::IAM::User 
    Properties: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User: 
    Type: AWS::IAM::User 
    Properties: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dministratorAccess 

     

[CT.IAM.PR.5]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인라인 정책에 와일드
카드 서비스 작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인라인 정책에EffectAllow 개인
용:with:Service:* (예Action: s3: *) 가 포함되지 않는지AWS 서비스 또는NotAction of와 의 조합을 사
용하는지 확인합니다Allow.Effect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규칙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IAM::PolicyAWS::IAM::Role,AWS::IAM::User,AWS::IAM::Group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IAM.PR.5규칙 사양 (p. 68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5
규칙 사양 (p. 68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IAM.PR.5예
제 템플릿 (p. 690)

설명

권한을 할당할 때는 IAM 정책에서 허용되는 IAM 작업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AWS 서비스 필
요한 작업으로만 IAM 작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 권한 권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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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관대한 경우 권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IAM 보안 주체에 정책을 연결하는 경우 권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of를 포함하고Action 또는NotAction 요소가 있는 명령문이 있는 IAM 인라인 정책
에만 적용됩니다.EffectAllow

• 이 제어는 IAM 역할, 하나 이상의 인라인 정책이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 리소스 및 하나 이상의 명
령문이 구성된 IAM 정책 리소스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 및:service:* 또는EffectActionEffect:AllowAllow 및 를 사용하여 IAM 인라인 정책에서 명령문을 
제거합니다NotAction.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인라인 정책 - 예제 1

S3ListBucket 작업을 허용하는 인라인 정책으로 구성된 IAM 역할.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IAMRole": { 
        "Type": "AWS::IAM::Role", 
        "Properties": { 
            "AssumeRole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Ref": "AWS::AccountId" 
                            } 
                        }, 
                        "Action": [ 
                            "sts:AssumeRole" 
                        ] 
                    } 
                ]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 
                                ] 
                            } 
                        ] 
                    }, 
                    "PolicyName": "sampl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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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YAML 예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Resource: 
                - '*' 
        PolicyName: sample-policy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인라인 정책 - 예제 2

S3ListBucket 작업을 허용하는 인라인 정책으로 구성된 IAM 사용자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
다.

JSON 예

{ 
    "IAMUser": { 
        "Type": "AWS::IAM::User",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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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olicyName": "sample-policy" 
                } 
            ] 
        } 
    }
} 
                 

YAML 예

IAMUser: 
  Type: AWS::IAM::User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Resource: 
                - '*' 
        PolicyName: sample-policy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인라인 정책 - 예제 3

S3ListBucket 작업을 허용하는 인라인 정책으로 구성된 IAM 그룹.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IAMGroup": { 
        "Type": "AWS::IAM::Group", 
        "Properties": { 
            "Policies":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 
                                ] 
                            } 
                        ] 
                    }, 
                    "PolicyName": "sample-polic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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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AML 예

IAMGroup: 
  Type: AWS::IAM::Group 
  Properties: 
    Policies: 
      -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Resource: 
                - '*' 
        PolicyName: sample-policy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AM 인라인 정책 - 예제 4

IAM 정책은 인라인 정책으로서 IAM 역할과 연결되며 S3ListBucket 작업을 허용하도록 구성됩니다. 예제
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IAMPolicy": {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 
            "PolicyName": "sample-policy", 
            "Roles": [ 
                { 
                    "Ref": "IAMRole" 
                }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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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IAM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sample-policy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Resource: 
            - '*' 

                 

CT.IAM.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Name:
#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ies do 
 not include "Effect": "Allow" with "Action": "Service:*" (e.g. s3:*) for individual AWS ##
# or use the combination of "NotAction" with an "Effect" of "Allow".
#  
# Reports on:
#   AWS::IAM::Policy, AWS::IAM::Role, AWS::IAM::User, AWS::IAM::Group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IAM policy,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no statements with 'Effect' set to 'Allow'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
#       And: 'Policies' is not provided or is an empty list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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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olicies' is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All IAM policy documents in 'Policies' have no statements with 'Effect' set to 
 'Allow'
#      Then: SKIP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       And: 'Action' statement allows full access to a service ('Action' has a value 
 'service:*')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NotAction' statements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group resource
#       And: 'Policies' is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IAM policy document in 'Policies'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       And: 'Action' statement allows full access to a service ('Action' has a value 
 'service:*')
#      Then: FAIL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user resource
#       And: 'Policies' is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At least one IAM policy document in 'Policies'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NotAction' statements
#      Then: FAIL
#   Scenario: 9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policy resource
#       And: The policy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       And: No 'Action' statements allow full access to a service ('Action' does not have 
 a value 'service:*')
#      Then: PASS
#   Scenario: 10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IAM role, IAM user or IAM user resource
#       And: 'Policies' is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At least one IAM policy document in 'Policies' has a statement with 'Effect' 
 set to 'Allow'
#       And: The policy has one or more 'Action' statements
#       And: No 'Action' statements allow full access to a service ('Action' does not have 
 a value 'servi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AWS_IAM_POLICY_TYPE = "AWS::IAM::Policy"
let AWS_IAM_ROLE_TYPE = "AWS::IAM::Role"
let AWS_IAM_USER_TYPE = "AWS::IAM::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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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AWS_IAM_GROUP_TYPE = "AWS::IAM::Group"
let WILDCARD_ACTION_PATTERN = /^[\w]*[:]*\*$/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iam_policies = Resources.*[ Type == %AWS_IAM_POLICY_TYPE ]
let iam_principals = Resources.*[ 
    Type == %AWS_IAM_ROLE_TYPE or 
    Type == %AWS_IAM_USER_TYPE or 
    Type == %AWS_IAM_GROUP_TYPE
]

#
# Primary Rules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policies not empty { 
    check_policy(%iam_policies.Properties) 
        << 
        [CT.IAM.PR.5]: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ies do not have wildcard service actions 
            [FIX]: Remove statements from IAM inline policies with "Effect": "Allow" and 
 "Action": "service:*" or "Effect": "Allow" and "NotAction".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POLICY_TYPE) { 
    check_policy(%INPUT_DOCUMENT.%AWS_IAM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5]: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ies do not have wildcard service actions 
            [FIX]: Remove statements from IAM inline policies with "Effect": "Allow" and 
 "Action": "service:*" or "Effect": "Allow" and "NotAction".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iam_principals not empty 
 { 
    check_principal(%iam_principals.Properties) 
        << 
        [CT.IAM.PR.5]: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ies do not have wildcard service actions 
            [FIX]: Remove statements from IAM inline policies with "Effect": "Allow" and 
 "Action": "service:*" or "Effect": "Allow" and "NotAction".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ROLE_TYPE) { 
    check_principal(%INPUT_DOCUMENT.%AWS_IAM_ROLE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5]: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ies do not have wildcard service actions 
            [FIX]: Remove statements from IAM inline policies with "Effect": "Allow" and 
 "Action": "service:*" or "Effect": "Allow" and "NotAction".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USER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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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_principal(%INPUT_DOCUMENT.%AWS_IAM_USER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5]: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ies do not have wildcard service actions 
            [FIX]: Remove statements from IAM inline policies with "Effect": "Allow" and 
 "Action": "service:*" or "Effect": "Allow" and "NotAction". 
        >>
}

rule iam_inline_policy_no_statements_with_full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AWS_IAM_GROUP_TYPE) { 
    check_principal(%INPUT_DOCUMENT.%AWS_IAM_GROUP_TYPE.resourceProperties) 
        << 
        [CT.IAM.PR.5]: Require tha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inline 
 policies do not have wildcard service actions 
            [FIX]: Remove statements from IAM inline policies with "Effect": "Allow" and 
 "Action": "service:*" or "Effect": "Allow" and "NotAction".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policy(policy) { 
    %policy [ 
        filter_policy_document_with_statement_provided(this) 
    ] { 
        PolicyDocument { 
            check_statement_no_wildcard_actions(Statement) 
            check_statement_no_not_action(Statement) 
       } 
    }
}

rule check_principal(iam_principal) { 
    %iam_principal [ 
        filter_iam_principal_with_inline_policy_provided(this) 
    ] { 
        Policies[*] { 
            check_policy(this) 
       } 
    }
}

rule check_statement_no_wildcard_actions(statement) { 
    %statement [ 
        filter_allow_on_action(this) 
    ] { 
        Action exists 
        check_no_wildcard_action(Action) 
    }
}

rule check_statement_no_not_action(statement) { 
    %statement [ 
        filter_allow(this) 
    ] { 
        NotAction not exists 
    }
}

rule filter_allow_on_action(statement) { 
    %statement { 
        Effect == "Allow" 
        Action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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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filter_allow(statement) { 
    %statement { 
        Effect == "Allow" 
    }
}

rule filter_policy_document_with_statement_provided(policy) { 
    %policy { 
        PolicyDocument exists 
        PolicyDocument is_struct 
        PolicyDocument { 
            Statement exists 
            filter_statement_non_empty_list(Statement) or 
            Statement is_struct 
        } 
    }
}

rule filter_iam_principal_with_inline_policy_provided(iam_principal) { 
    %iam_principal { 
        Policies exists 
        Policies is_list 
        Policies not empty 
    }
}

rule filter_statement_non_empty_list(statement) { 
    %statement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
}

rule check_no_wildcard_action(actions) { 
    %actions[*] { 
        this != %WILDCARD_ACTION_PATTERN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IAM.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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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IAM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Resource: 
          -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Ref: AWS::AccountId 
          Action: 
          - sts:AssumeRole 
  IAMPolicy: 
    Type: AWS::IAM::Policy 
    Properties: 
      Policy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Roles: 
      - Ref: IAM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s3:*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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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컨트롤
주제

• [CT.KMS.PR.1] 어떤AWS KMS key 것이든 회전을 구성해야 함 (p. 692)

[CT.KMS.PR.1] 어떤AWS KMS key 것이든 회전을 구성해야 함
이 컨트롤은AWS KMS 고객 관리 키에 대해 키 순환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KMS::Ke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KMS.PR.1규칙 사양 (p. 69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KMS.PR.1
규칙 사양 (p. 69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KMS.PR.1예
제 템플릿 (p. 695)

설명

키 로테이션은 악의적인 사용자에게 키가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암호화 모범 사례에 따르면 암호화 
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키를 교체하면 조직의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구 사
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AWS KMS 대칭 암호화, 고객 관리 키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WS KMS대칭 암호화 키의true 경우EnableKeyRotation 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KMS key- 예제

AWS KMS키 교체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고객 관리 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KMSKey": { 
        "Type": "AWS::KMS::Key", 
        "Properties": { 
            "PendingWindowInDays": 7, 
            "KeyPolicy": { 
                "Version": "2012-10-17", 
                "Id": "sample-policy", 
                "Statement": [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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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Fn::Sub": "arn:${AWS::Partition}:iam::
${AWS::AccountId}:root" 
                            } 
                        }, 
                        "Action": "kms:*", 
                        "Resource": "*" 
                    } 
                ] 
            }, 
            "EnableKeyRotation": true 
        } 
    }
} 
                 

YAML 예

KMS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PendingWindowInDays: 7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sample-policy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Sub 'arn:${AWS::Partition}:iam::${AWS::AccountId}:root' 
          Action: kms:* 
          Resource: '*' 
    EnableKeyRotation: true 

                 

CT.KMS.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kms_key_rota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key rotation is enabled for AWS KMS customer managed keys.
#  
# Reports on:
#   AWS::KMS::Ke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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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KMS ke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KMS key resource
#       And: 'KeySpec' is provided and is a value other than 'SYMMETRIC_DEFAULT'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KMS key resource
#       And: 'KeySpec' is not provided or is provided and is set to 'SYMMETRIC_DEFAULT'
#       And: 'EnableKeyRotation' is not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KMS key resource
#       And: 'KeySpec' is not provided or is provided and is set to 'SYMMETRIC_DEFAULT'
#       And: 'EnableKeyRotation' is provided and is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KMS key resource
#       And: 'KeySpec' is not provided or is provided and is set to 'SYMMETRIC_DEFAULT'
#       And: 'EnableKeyRotation' is provided and is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KMS_KEY_TYPE = "AWS::KMS::Key"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kms_keys = Resources.*[ Type == %KMS_KE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kms_key_rota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kms_keys not empty { 
    check(%kms_keys.Properties) 
        << 
        [CT.KMS.PR.1]: Require any AWS KMS key to have rotation configured 
        [FIX]: Set 'EnableKeyRotation' to 'true' for AWS KMS symmetric-encryption keys. 
        >>
}

rule kms_key_rota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KMS_KEY_TYPE) { 
    check(%INPUT_DOCUMENT.%KMS_KEY_TYPE.resourceProperties) 
        << 
        [CT.KMS.PR.1]: Require any AWS KMS key to have rotation configured 
        [FIX]: Set 'EnableKeyRotation' to 'true' for AWS KMS symmetric-encryption keys. 
        >>
}

#
# Parameterized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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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check(kms_keys) { 
    %kms_keys[ 
        # Scenario 2 
        filter_is_kms_cmk_symmetric_key(this) 
    ] { 
        # Scenario 3, 4 and 5 
        EnableKeyRotation exists 
        EnableKeyRotation == true 
    }
}

rule filter_is_kms_cmk_symmetric_key(kms_key) { 
    %kms_key { 
        KeySpec not exists or 
        KeySpec == "SYMMETRIC_DEFAULT"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KMS.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PendingWindowInDays: 7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example-policy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Fn::Sub: arn:${AWS::Partition}:iam::${AWS::AccountId}:root 
          Action: kms:* 
          Resource: '*' 
      EnableKeyRotation: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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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PendingWindowInDays: 7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example-policy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Fn::Sub: arn:${AWS::Partition}:iam::${AWS::AccountId}:root 
          Action: kms:* 
          Resource: '*' 
      EnableKeyRotation: false 

     

Amazon Kinesis 제어 기능
주제

• [CT.KINESIS.PR.1] 모든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저장 시 암호화를 구성해야 합니
다. (p. 696)

[CT.KINESIS.PR.1] 모든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저장 시 암호화를 구성
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이 저장된 데이터를 서버 측 암호화로 암호화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Kinesis::Stream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KINESIS.PR.1규칙 사양 (p. 69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KINESIS.PR.1규칙 사양 (p. 69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KINESIS.PR.1예제 템플릿 (p. 700)

설명

서버 측 암호화는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기능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전에 를 사용하여 데이터
를 자동으로 암호화합니다AWS KMS key. 데이터는 Kinesis 스트림 스토리지 계층에 기록되기 전에 암호화
되고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검색한 후 복호화됩니다. 따라서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 서비스 내에서 
저장된 데이터가 암호화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EncryptionTypeset toKMS 및 set을AWS KMS key 식별자로KeyId 설정하여StreamEncryption 구성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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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Kinesis Data Stream - 예제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은 를 사용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서버 측 암호화로 암호화하도록 구성됩니다
AWS KMS key.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KinesisStream": {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 
            "RetentionPeriodHours": 168, 
            "ShardCount": 3, 
            "StreamEncryption": { 
                "EncryptionType": "KMS", 
                "KeyId": { 
                    "Ref": "KMSKey" 
                } 
            } 
        } 
    }
} 
                 

YAML 예

KinesisStream: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RetentionPeriodHours: 168 
    ShardCount: 3 
    StreamEncryption: 
      EncryptionType: KMS 
      KeyId: !Ref 'KMSKey' 

                 

CT.KINESIS.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kinesis_stream_encryp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Kinesis data streams are encrypted at rest with 
 server-side encryption.
#  
# Reports on:
#   AWS::Kinesis::Stream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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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Kinesis stream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Kinesis stream resource
#       And: 'StreamEncryption'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Kinesis stream resource
#       And: 'StreamEncryption' has been provided
#       And: 'StreamEncryption.EncryptionType'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as an 
 empty string
#       And: 'StreamEncryption.KeyId'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a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Kinesis stream resource
#       And: 'StreamEncryption' has been provided
#       And: 'StreamEncryption.EncryptionType'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       And: 'StreamEncryption.KeyId'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a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Kinesis stream resource
#       And: 'StreamEncryption' has been provided
#       And: 'StreamEncryption.EncryptionType'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as an 
 empty string
#       And: 'StreamEncryption.KeyId'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Kinesis stream resource
#       And: 'StreamEncryption' has been provided
#       And: 'StreamEncryption.EncryptionType'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       And: 'StreamEncryption.KeyId'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KINESIS_STREAM_TYPE = "AWS::Kinesis::Stream"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kinesis_streams = Resources.*[ Type == %KINESIS_STREAM_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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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Rules
#
rule kinesis_stream_encryp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kinesis_streams not empty { 
    check(%kinesis_streams.Properties) 
        << 
        [CT.KINESIS.PR.1]: Require any Amazon Kinesis data stream to have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IX]: Specify a 'StreamEncryption' configuration, with 'EncryptionType' set to 
 'KMS' and 'KeyId' set to an AWS KMS key identifier. 
        >>
}

rule kinesis_stream_encryp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KINESIS_STREAM_TYPE) 
 { 
    check(%INPUT_DOCUMENT.%KINESIS_STREAM_TYPE.resourceProperties) 
        << 
        [CT.KINESIS.PR.1]: Require any Amazon Kinesis data stream to have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IX]: Specify a 'StreamEncryption' configuration, with 'EncryptionType' set to 
 'KMS' and 'KeyId' set to an AWS KMS key identifier.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kinesis_stream) { 
    %kinesis_stream { 
        # Scenario 2 
        StreamEncryption exists 
        StreamEncryption is_struct 

        StreamEncryption { 
            # Scenario 3 
            EncryptionType exists 
            KeyId exists 

            # Scenario 4, 5 and 6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EncryptionTyp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KeyId)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KeyId, "AWS::KMS::Key")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KeyId, "AWS::KMS::Alias")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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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KINESIS.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KMS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PendingWindowInDays: 7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example-key-policy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Fn::Sub: arn:${AWS::Partition}:iam::${AWS::AccountId}:root 
          Action: kms:* 
          Resource: '*' 
      KeySpec: SYMMETRIC_DEFAULT 
  KinesisStream: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RetentionPeriodHours: 168 
      ShardCount: 3 
      StreamEncryption: 
        EncryptionType: KMS 
        KeyId: 
          Ref: KMSKe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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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KinesisStream: 
    Type: AWS::Kinesis::Stream 
    Properties: 
      RetentionPeriodHours: 168 
      ShardCount: 3 

     

AWS Lambda통제 수단
주제

• [CT.LAMBDA.PR.2] 공개 액세스를 금지하는AWS Lambda 기능 정책 필요 (p. 701)

[CT.LAMBDA.PR.2] 공개 액세스를 금지하는AWS Lambda 기능 정책 필요

이 컨트롤은AWS Lambda 함수 리소스 기반 정책이 공개 액세스를 금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Lambda::Permiss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LAMBDA.PR.2규칙 사양 (p. 70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LAMBDA.PR.2규칙 사양 (p. 70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LAMBDA.PR.2예제 템플릿 (p. 706)

설명

Lambda 함수는 함수에 저장된 코드에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rincipal로 설정하는 경우*SourceAccountSourceArn, 또는 중 하나를 입력합니
다PrincipalOrgID. 서비스 주체 (예: s3.amazonaws.com) 로 설정할Principal 때는SourceAccount
또는 중 하나를 제공하십시오SourceArn.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Lambda함수 정책 - 예제 1

AWS LambdaAWS 계정ID 주체로 구성된 함수 정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LambdaPermission": { 
        "Type": "AWS::Lambda::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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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Action": "lambda:InvokeFunction", 
            "FunctionName": { 
                "Ref": "LambdaFunction" 
            }, 
            "Principal": { 
                "Ref": "AWS::AccountId" 
            } 
        } 
    }
} 
                 

YAML 예

LambdaPermission: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Action: lambda:InvokeFunction 
    FunctionName: !Ref 'LambdaFunction' 
    Principal: !Ref 'AWS::AccountId'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Lambda함수 정책 - 예제 2

AWS Lambda와일드카드 주체 및 소스 계정 조건으로 구성된 함수 정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
다.

JSON 예

{ 
    "LambdaPermission": {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 
            "Action": "lambda:InvokeFunction", 
            "FunctionName": { 
                "Ref": "LambdaFunction" 
            }, 
            "Principal": "*", 
            "SourceAccount": { 
                "Ref": "AWS::AccountId" 
            } 
        } 
    }
} 
                 

YAML 예

LambdaPermission: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Action: lambda:InvokeFunction 
    FunctionName: !Ref 'LambdaFunction' 
    Princip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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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Account: !Ref 'AWS::AccountId'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Lambda함수 정책 - 예제 3

AWS Lambda서비스 주체 및 소스 ARN 조건으로 구성된 함수 정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LambdaPermission": {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 
            "Action": "lambda:InvokeFunction", 
            "FunctionName": { 
                "Ref": "LambdaFunction" 
            }, 
            "Principal": "s3.amazonaws.com", 
            "SourceArn": { 
                "Fn::GetAtt": [ 
                    "S3Bucket", 
                    "Arn" 
                ] 
            } 
        } 
    }
} 
                 

YAML 예

LambdaPermission: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Action: lambda:InvokeFunction 
    FunctionName: !Ref 'LambdaFunction' 
    Principal: s3.amazonaws.com 
    SourceArn: !GetAtt 'S3Bucket.Arn' 

                 

CT.LAMBDA.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lambda_function_public_access_prohibi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WS Lambda function resource-based policy prohibits 
 public access.
#  
# Repor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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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Lambda::Permiss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Lambda permiss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Lambda permission resource
#       And: 'FunctionUrlAuthType' has been provided with a value of 'NON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Lambda permission resource
#       And: 'Principal' has been provided with a wildcard value ('*')
#       And: 'SourceAccount'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value
#       And: 'SourceArn'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value or 
 non-valid local reference
#       And: 'PrincipalOrgID'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val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Lambda permission resource
#       And: 'Principal' has been provided with value that does not match an AWS Account 
 ID, AWS IAM ARN or
#            wildcard value ('*')
#       And: 'SourceAccount'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value
#       And: 'SourceArn'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value or 
 non-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Lambda permission resource
#       And: 'Principal' has been provided with an AWS Account ID or AWS IAM ARN value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Lambda permission resource
#       And: 'Principal' has been provided with a wildcard value ('*')
#       And: At least one of 'SourceAccount', 'SourceArn' or 'PrincipalOrgID' have been 
 provided with non-empty string
#            values (or a valid local reference for 'SourceArn')
#      Then: PASS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Lambda permission resource
#       And: 'Principal' has been provided with value that does not match an AWS Account ID 
 or AWS IAM ARN
#       And: At least one of 'SourceAccount', 'SourceArn' have been provided with non-empty 
 string values (or a valid
#            local reference for 'SourceArn')
#      Then: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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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ants
#
let LAMBDA_PERMISSION_TYPE = "AWS::Lambda::Permission"
let AWS_ACCOUNT_ID_PATTERN = /\d{12}/
let AWS_IAM_PRINCIPAL_PATTERN = /^arn:aws[a-z0-9\-]*:iam::\d{12}:.+/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lambda_permissions = Resources.*[ Type == %LAMBDA_PERMISS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lambda_function_public_access_prohibi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lambda_permissions not empty { 
    check(%lambda_permissions.Properties) 
        << 
        [CT.LAMBDA.PR.2]: Require AWS Lambda function policies to prohibit public access 
        [FIX]: When setting 'Principal' to '*', provide one of 'SourceAccount', 
 'SourceArn', or 'PrincipalOrgID'. When setting 'Principal' to a service principal (for 
 example, s3.amazonaws.com), provide one of 'SourceAccount' or 'SourceArn'. 
        >>
}

rule lambda_function_public_access_prohibi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LAMBDA_PERMISSION_TYPE) { 
    check(%INPUT_DOCUMENT.%LAMBDA_PERMISS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LAMBDA.PR.2]: Require AWS Lambda function policies to prohibit public access 
        [FIX]: When setting 'Principal' to '*', provide one of 'SourceAccount', 
 'SourceArn', or 'PrincipalOrgID'. When setting 'Principal' to a service principal (for 
 example, s3.amazonaws.com), provide one of 'SourceAccount' or 'SourceArn'.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lambda_permission) { 
    %lambda_permission { 
        # Scenario 2 and 5 
        FunctionUrlAuthType not exists or 
        FunctionUrlAuthType != "NONE" 
    } 

    %lambda_permission [ 
        Principal exists 
        Principal == "*" 
    ] { 
        # Scenario 3 and 6 
        SourceAccount exists or 
        SourceArn exists or 
        PrincipalOrgID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SourceAccount) or 
        check_is_string_or_local_reference(SourceArn) or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PrincipalOrgID) 
    } 

    %lambda_permission [ 
        Principal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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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 "*" 
        Principal != %AWS_ACCOUNT_ID_PATTERN 
        Principal != %AWS_IAM_PRINCIPAL_PATTERN 
    ] { 
        # Scenario 4 and 7 
        SourceAccount exists or 
        SourceArn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SourceAccount) or 
        check_is_string_or_local_reference(SourceArn) 
    }
}

rule check_is_string_or_local_reference(value) { 
    %value {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CT.LAMBDA.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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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LambdaFunc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lambda.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LambdaFunction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 
  Lambda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Role: 
        Fn::GetAtt: LambdaFunctionRole.Arn 
      Handler: index.handler 
      Runtime: python3.9 
      Code: 
        ZipFile: "def handler(event, context):\n  print(\"hello\")\n" 
      Description: TestS3EventFunction 
  LambdaPermission: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Action: lambda:InvokeFunction 
      FunctionName: 
        Ref: LambdaFunction 
      Principal: 
        Ref: AWS::AccountId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LambdaFunc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lambda.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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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ies: 
      - PolicyName: LambdaFunctionPolicy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logs:CreateLogStream 
            - logs:PutLogEvents 
            Resource: '*' 
  LambdaFunction: 
    Type: AWS::Lambda::Function 
    Properties: 
      Role: 
        Fn::GetAtt: LambdaFunctionRole.Arn 
      Handler: index.handler 
      Runtime: python3.9 
      Code: 
        ZipFile: "def handler(event, context):\n  print(\"hello\")\n" 
      Description: TestS3EventFunction 
  LambdaPermission: 
    Type: AWS::Lambda::Permission 
    Properties: 
      Action: lambda:InvokeFunction 
      FunctionName: 
        Ref: LambdaFunction 
      Principal: '*' 

     

AWS Network Firewall통제 수단
주제

• [CT.NETWORK-FIREWALL.PR.1] 모든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에 관련 규칙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p. 708)

• [CT.NETWORK-FIREWALL.PR.2] 모든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이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
우 기본적으로 상태 비저장 전체 패킷을 삭제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p. 713)

• [CT.NETWORK-FIREWALL.PR.3] 모든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이 상태 비저장 규칙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프래그먼트화된 패킷을 삭제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p. 718)

• [CT.NETWORK-FIREWALL.PR.4] 모든AWS Network Firewall 규칙 그룹에 하나 이상의 규칙이 포함되
어야 합니다. (p. 723)

[CT.NETWORK-FIREWALL.PR.1] 모든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에 관련 
규칙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과 연결된 상태 저장 또는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이 하나 이상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NETWORK-FIREWALL.PR.1규칙 사양 (p. 710)

세부 정보 및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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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NETWORK-FIREWALL.PR.1규칙 사양 (p. 71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NETWORK-
FIREWALL.PR.1예제 템플릿 (p. 712)

설명

방화벽 정책은 방화벽이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
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상태 비저장 및 상태 저장 규칙 그룹을 구성하면 패킷과 트래픽 흐름을 필터링하고 기
본 트래픽 처리 설정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FirewallPolicy정의 내에서 또는 에 있는 하나 이상의 규칙 그룹을 참조하십시
오StatelessRuleGroupReferences.StatefulRuleGroupReferences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Network Firewall방화벽 정책 - 예제

AWS Network Firewall상태 저장 및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 연결로 구성된 방화벽 정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FirewallPolicy": {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 
            "FirewallPolicyName": "sample-firewall-policy", 
            "FirewallPolicy": {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 
                "StatefulRuleGroupReferences": [ 
                    { 
                        "ResourceArn": { 
                            "Ref": "StatefulRuleGroup" 
                        } 
                    } 
                ],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 
                        "ResourceArn": { 
                            "Ref": "StatelessRuleGroup" 
                        }, 
                        "Priority": 100 
                    } 
                ]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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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sample-firewall-policy 
    FirewallPolicy: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StatefulRuleGroupReferences: 
        - ResourceArn: !Ref 'StatefulRuleGroup'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ResourceArn: !Ref 'StatelessRuleGroup' 
          Priority: 100 

                 

CT.NETWORK-FIREWALL.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netfw_policy_rule_group_associa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there is at least one stateful or stateless rule group 
 associated with an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  
# Reports on: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Network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fulRuleGroupReferences' has not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       And: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has not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fulRuleGroupReferences' has not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       And: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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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has not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       And: 'StatefulRuleGroupReferenc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And: 'StatefulRuleGroupReferenc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One or both of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and 
 'StatefulRuleGroupReferences' have been provided as a
#            non-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NETFW_FIREWALL_POLICY_TYPE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netfw_firewall_policies = Resources.*[ Type == %NETFW_FIREWALL_POLIC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netfw_policy_rule_group_associa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netfw_firewall_policies not empty { 
    check(%netfw_firewall_policies.Properties) 
        << 
        [CT.NETWORK-FIREWALL.PR.1]: Require any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to 
 have an associated rule group 
            [FIX]: Within the 'FirewallPolicy' definition, refer to one or more rule groups 
 in 'StatefulRuleGroupReferences' or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

rule netfw_policy_rule_group_associa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NETFW_FIREWALL_POLICY_TYPE) { 
    check(%INPUT_DOCUMENT.%NETFW_FIREWALL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CT.NETWORK-FIREWALL.PR.1]: Require any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to 
 have an associated rule group 
            [FIX]: Within the 'FirewallPolicy' definition, refer to one or more rule groups 
 in 'StatefulRuleGroupReferences' or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netfw_firewall_policy) { 
    %netfw_firewall_policy { 
        # Scenario 2 
        FirewallPolicy exists 
        FirewallPolicy is_struct 

        Firewall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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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 3, 4, 5 and 6 
            StatefulRuleGroupReferences exists or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exists 

            check_property_is_list_and_not_empty(StatefulRuleGroupReferences) or 
            check_property_is_list_and_not_empty(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
}

rule check_property_is_list_and_not_empty(property) { 
    %property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NETWORK-FIREWALL.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tatefulRuleGroup: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RuleGroupName: 
        Fn::Sub: ${AWS::StackName}-stateful-example 
      Type: STATEFUL 
      RuleGroup: 
        RulesSource: 
          RulesString: pass tcp 10.20.20.0/24 45400:45500 < 10.10.10.0/24 5203 
 (msg:"test";sid:1;rev:1;) 
      Capacity: 100 
  StatelessRuleGroup: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RuleGroupName: 
        Fn::Sub: ${AWS::StackName}-stateless-example 
      Type: STATELESS 
      RuleGroup: 
        RulesSource: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StatelessRules: [] 
      Capacity: 100 
  Firewall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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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StatefulRuleGroupReferences: 
        - ResourceArn: 
            Ref: StatefulRuleGroup 
        StatelessRuleGroupReferences: 
        - ResourceArn: 
            Ref: StatelessRuleGroup 
          Priority: 100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CT.NETWORK-FIREWALL.PR.2] 모든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이 규칙
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태 비저장 전체 패킷을 삭제하거나 전달하도
록 요구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이 전체 패킷에 대해 사용자 정의된 상태 비저장 기본 동작으
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NETWORK-FIREWALL.PR.2규칙 사양 (p. 71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NETWORK-FIREWALL.PR.2규칙 사양 (p. 71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NETWORK-
FIREWALL.PR.2예제 템플릿 (p. 717)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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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정책은 방화벽이 Amazon VPC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패킷과 트래
픽 흐름을 필터링하도록 스테이트리스 및 스테이트풀 규칙 그룹을 구성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의도하
지 않은 트래픽이Pass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안에FirewallPolicyaws:drop 또는aws:forward_to_sfe 안에 하나
를StatelessDefaultActions 포함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Network Firewall방화벽 정책 - 예제 1

AWS Network Firewall전체 패킷을 삭제하기 위한 상태 비저장 기본 동작으로 구성된 방화벽 정책입니다. 예
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FirewallPolicy": {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 
            "FirewallPolicyName": { 
                "Fn::Sub": "${AWS::StackName}-sample" 
            }, 
            "FirewallPolicy": {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 
                "StatelessDefaultActions": [ 
                    "aws:drop" 
                ] 
            } 
        } 
    }
} 
                 

YAML 예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Sub '${AWS::StackName}-s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DefaultActions: 
        - aws:drop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Network Firewall방화벽 정책 - 예제 2

AWS Network Firewall추가 검사를 위해 전체 패킷을 상태 저장 규칙 엔진으로 전달하는 상태 비저장 기본 작
업으로 구성된 방화벽 정책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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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FirewallPolicy": {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 
            "FirewallPolicyName": { 
                "Fn::Sub": "${AWS::StackName}-sample" 
            }, 
            "FirewallPolicy": {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 
            } 
        } 
    }
} 
                 

YAML 예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Sub '${AWS::StackName}-s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CT.NETWORK-FIREWALL.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netfw_policy_default_action_full_packet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is configured with 
 a user-defined stateless default action for full packets.
#  
# Reports on: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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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DefaultActions' has not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DefaultActions' has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DefaultActions' has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as a list that 
 does not contain
#             one of 'aws:drop' or 'aws:forward_to_sf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DefaultActions' has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as a list that 
 contains either
#            'aws:drop' or 'aws:forward_to_sf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NETFW_FIREWALL_POLICY_TYPE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ALLOWED_STATELESS_ACTIONS_LIST = [ "aws:drop", "aws:forward_to_sfe" ]

#
# Assignments
#
let netfw_firewall_policies = Resources.*[ Type == %NETFW_FIREWALL_POLIC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netfw_policy_default_action_full_packet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netfw_firewall_policies not 
 empty { 
    check(%netfw_firewall_policies.Properties) 
        << 
        [CT.NETWORK-FIREWALL.PR.2]: Require any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to 
 drop or forward stateless full packets by default when they do not match a rule 
        [FIX]: Within 'FirewallPolicy', include one of 'aws:drop' or 'aws:forward_to_sfe' 
 in 'StatelessDefaultActions'. 
        >>
}

rule netfw_policy_default_action_full_packet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NETFW_FIREWALL_POLICY_TYPE) { 
    check(%INPUT_DOCUMENT.%NETFW_FIREWALL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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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NETWORK-FIREWALL.PR.2]: Require any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to 
 drop or forward stateless full packets by default when they do not match a rule 
        [FIX]: Within 'FirewallPolicy', include one of 'aws:drop' or 'aws:forward_to_sfe' 
 in 'StatelessDefaultAction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netfw_firewall_policy) { 
    %netfw_firewall_policy { 
        # Scenario 2 
        FirewallPolicy exists 
        FirewallPolicy is_struct 

        FirewallPolicy { 
            StatelessDefaultActions exists 
            # Scenario 3 
            StatelessDefaultActions is_list 
            StatelessDefaultActions not empty 

            # Scenario 4 and 5 
            some StatelessDefaultActions[*] { 
                this in %ALLOWED_STATELESS_ACTIONS_LIST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NETWORK-FIREWALL.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DefaultActions: 
        - aws: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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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pass 
        StatelessDefaultActions: 
        - aws:pass 

     

[CT.NETWORK-FIREWALL.PR.3] 모든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이 상태 
비저장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프래그먼트화된 패킷을 삭제하거나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컨트롤은 패킷이 상태 비저장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AWS Network Firewall 방화벽 정책이 프래그먼
트화된 패킷을 삭제하거나 전달하는 기본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NETWORK-FIREWALL.PR.3규칙 사양 (p. 72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NETWORK-FIREWALL.PR.3규칙 사양 (p. 72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NETWORK-
FIREWALL.PR.3예제 템플릿 (p. 722)

설명

방화벽 정책은 방화벽이 Amazon VPC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패킷과 트래
픽 흐름을 필터링하도록 스테이트리스 및 스테이트풀 규칙 그룹을 구성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하면 의도하
지 않은 트래픽이Pass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안에FirewallPolicyaws:drop 또는aws:forward_to_sfe 안에 하나
를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포함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Network Firewall방화벽 정책 - 예제 1

AWS Network Firewall프래그먼트화된 패킷을 삭제하기 위한 상태 비저장 기본 동작으로 구성된 방화벽 정
책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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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FirewallPolicy": {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 
            "FirewallPolicyName": { 
                "Fn::Sub": "${AWS::StackName}-sample" 
            }, 
            "FirewallPolicy": {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 
            } 
        } 
    }
} 
                 

YAML 예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Sub '${AWS::StackName}-s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Network Firewall방화벽 정책 - 예제 2

AWS Network Firewall추가 검사를 위해 조각화된 패킷을 상태 저장 규칙 엔진으로 전달하는 상태 비저장 기
본 작업으로 구성된 방화벽 정책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FirewallPolicy": {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 
            "FirewallPolicyName": { 
                "Fn::Sub": "${AWS::StackName}-sample" 
            }, 
            "FirewallPolicy": {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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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예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Sub '${AWS::StackName}-s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CT.NETWORK-FIREWALL.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netfw_policy_default_action_fragment_packet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is configured with 
 a default action to drop or forward fragmented packets, when the packets do not match a 
 stateless rule.
#  
# Reports on: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has not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has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as an 
 empty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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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has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as a 
 list that does not contain
#             one of 'aws:drop' or 'aws:forward_to_sf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resource
#       And: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has been provided in 'FirewallPolicy' as a 
 list that contains either
#            'aws:drop' or 'aws:forward_to_sf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NETFW_FIREWALL_POLICY_TYPE =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let ALLOWED_STATELESS_FRAGMENT_ACTIONS_LIST = [ "aws:drop", "aws:forward_to_sfe"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netfw_firewall_policies = Resources.*[ Type == %NETFW_FIREWALL_POLIC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netfw_policy_default_action_fragment_packet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netfw_firewall_policies not 
 empty { 
    check(%netfw_firewall_policies.Properties) 
        << 
        [CT.NETWORK-FIREWALL.PR.3]: Require any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to 
 drop or forward fragmented packets by default when they do not match a stateless rule 
        [FIX]: Within 'FirewallPolicy', include one of 'aws:drop' or 'aws:forward_to_sfe' 
 in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

rule netfw_policy_default_action_fragment_packet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NETFW_FIREWALL_POLICY_TYPE) { 
    check(%INPUT_DOCUMENT.%NETFW_FIREWALL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CT.NETWORK-FIREWALL.PR.3]: Require any AWS Network Firewall firewall policy to 
 drop or forward fragmented packets by default when they do not match a stateless rule 
        [FIX]: Within 'FirewallPolicy', include one of 'aws:drop' or 'aws:forward_to_sfe' 
 in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netfw_firewall_policy) { 
    %netfw_firewall_policy { 
        # Scenario 2 
        FirewallPolicy exists 
        FirewallPolicy is_str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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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wallPolicy { 
            # Scenario 2 and 3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exists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is_list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not empty 

            # Scenario 4 and 5 
            some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this in %ALLOWED_STATELESS_FRAGMENT_ACTIONS_LIST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NETWORK-FIREWALL.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DefaultActions: 
        - aws:forward_to_sfe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drop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FirewallPolicy: 
    Type: AWS::NetworkFirewall::FirewallPolicy 
    Properties: 
      FirewallPolicy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FirewallPolicy: 
        StatelessDefault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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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pass 
        StatelessFragmentDefaultActions: 
        - aws:pass 

     

[CT.NETWORK-FIREWALL.PR.4] 모든AWS Network Firewall 규칙 그룹에 하나 이
상의 규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Network Firewall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에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NetworkFirewall::RuleGroup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NETWORK-FIREWALL.PR.4규칙 사양 (p. 72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NETWORK-FIREWALL.PR.4규칙 사양 (p. 72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NETWORK-
FIREWALL.PR.4예제 템플릿 (p. 727)

설명

규칙 그룹에는 방화벽이 VPC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이 방화벽 정책에 있으면 해당 규칙 그룹이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이 비어 있을 때는 트래픽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AWS Network Firewall 상태 비저장 규칙 그룹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RuleGroup.RulesSource.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StatelessRules숙소 내에AWS 
Network Firewall 스테이트리스 규칙을 하나 이상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Network Firewall규칙 그룹 - 예제

AWS Network Firewall상태 비저장 규칙으로 구성된 규칙 그룹.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NetworkFirewallRuleGroup": {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 
            "RuleGroupName": { 
                "Fn::Sub": "${AWS::StackName}-sample" 
            }, 
            "Capacity":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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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Sample rule group", 
            "Type": "STATELESS", 
            "RuleGroup": { 
                "RulesSource": {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 
                        "StatelessRules": [ 
                            { 
                                "RuleDefinition": { 
                                    "MatchAttributes": { 
                                        "Sources": [ 
                                            { 
                                                "AddressDefinition": "0.0.0.0/0" 
                                            } 
                                        ], 
                                        "Destinations": [ 
                                            { 
                                                "AddressDefinition": "10.0.0.0/8" 
                                            } 
                                        ], 
                                        "SourcePorts": [ 
                                            { 
                                                "FromPort": 15000, 
                                                "ToPort": 30000 
                                            } 
                                        ], 
                                        "DestinationPorts": [ 
                                            { 
                                                "FromPort": 443, 
                                                "ToPort": 443 
                                            } 
                                        ], 
                                        "Protocols": [ 
                                            6 
                                        ] 
                                    }, 
                                    "Actions": [ 
                                        "aws:forward_to_sfe" 
                                    ] 
                                }, 
                                "Priority": 1 
                            } 
                        ] 
                    } 
                } 
            } 
        } 
    }
} 
                 

YAML 예

NetworkFirewallRuleGroup: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RuleGroupName: !Sub '${AWS::StackName}-sample' 
    Capacity: 100 
    Description: Sample rule group 
    Type: STATELESS 
    RuleGroup: 
      RulesSource: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StatelessRules: 
            - RuleDefinition: 

724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MatchAttributes: 
                  Sources: 
                    - AddressDefinition: '0.0.0.0/0' 
                  Destinations: 
                    - AddressDefinition: 10.0.0.0/8 
                  SourcePorts: 
                    - FromPort: 15000 
                      ToPort: 30000 
                  DestinationPorts: 
                    - FromPort: 443 
                      ToPort: 443 
                  Protocols: 
                    - 6 
                Actions: 
                  - aws:forward_to_sfe 
              Priority: 1 

                 

CT.NETWORK-FIREWALL.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netfw_stateless_rule_group_not_empt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WS Network Firewall stateless rule group contains 
 rules.
#  
# Reports on:
#   AWS::NetworkFirewall::RuleGroup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Network Firewall rule group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rule group resource
#       And: 'Type' is not equal to 'STATELESS'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rule group resource
#       And: 'Type' is 'STATELESS'
#       And: 'RuleGroup.RulesSource.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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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rule group resource
#       And: 'Type' is 'STATELESS'
#       And: 'RuleGroup.RulesSource.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has been provided
#       And: 'StatelessRules' has not been provided within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or has been provided with
#            an empty list valu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Network Firewall rule group resource
#       And: 'Type' is 'STATELESS'
#       And: 'RuleGroup.RulesSource.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has been provided
#       And: 'StatelessRules' has been provided within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as 
 a non-empty list val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NETFW_RULE_GROUP_TYPE = "AWS::NetworkFirewall::RuleGroup"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netfw_rule_group = Resources.*[ Type == %NETFW_RULE_GROUP_TYPE ]

#
# Primary Rules
#
rule netfw_stateless_rule_group_not_empt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netfw_rule_group not empty { 
    check(%netfw_rule_group.Properties) 
        << 
        [CT.NETWORK-FIREWALL.PR.4]: Require any AWS Network Firewall rule group to contain 
 at least one rule 
        [FIX]: Provide one or more AWS Network Firewall stateless rules within the 
 'RuleGroup.RulesSource.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StatelessRules' property. 
        >>
}

rule netfw_stateless_rule_group_not_empt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NETFW_RULE_GROUP_TYPE) { 
    check(%INPUT_DOCUMENT.%NETFW_RULE_GROUP_TYPE.resourceProperties) 
        << 
        [CT.NETWORK-FIREWALL.PR.4]: Require any AWS Network Firewall rule group to contain 
 at least one rule 
        [FIX]: Provide one or more AWS Network Firewall stateless rules within the 
 'RuleGroup.RulesSource.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StatelessRules'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netfw_rule_group) { 
    %netfw_rule_group[ 
        # Scenario 2 
        Type exists 
        Type == "STATELESS" 
    ] { 
        # Scenario 3 
        RuleGroup exists 
        RuleGroup is_struct 
        Rule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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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sSource exists 
            RulesSource is_struct 
            RulesSource {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exists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is_struct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 
                    # Scenarios 4 and 5 
                    StatelessRules exists 
                    StatelessRules is_list 
                    StatelessRules not empty 
                }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NETWORK-FIREWALL.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NetworkFirewallRuleGroup: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RuleGroup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Capacity: 100 
      Description: Example rule group 
      Type: STATELESS 
      RuleGroup: 
        RulesSource: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StatelessRules: 
            - RuleDefinition: 
                MatchAttributes: 
                  Sources: 
                  - AddressDefinition: 0.0.0.0/0 
                  Destinations: 
                  - AddressDefinition: 10.0.0.0/8 
                  SourcePorts: 
                  - FromPort: 15000 
                    ToPort: 30000 
                  DestinationPorts: 
                  - FromPort: 443 
                    ToPort: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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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cols: 
                  - 6 
                Actions: 
                - aws:forward_to_sfe 
              Priority: 1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NetworkFirewallRuleGroup: 
    Type: AWS::NetworkFirewall::RuleGroup 
    Properties: 
      RuleGroupName: 
        Fn::Sub: ${AWS::StackName}-example 
      Capacity: 100 
      Description: Example rule group 
      Type: STATELESS 
      RuleGroup: 
        RulesSource: 
          StatelessRulesAndCustomActions: 
            StatelessRules: []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제어
주제

• [CT.RDS.PR.1]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여러 가용 영역으로 구성해야 합니
다. (p. 729)

• [CT.RDS.PR.2]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또는 클러스터에 향상된 모니터링이 구성되어 있
어야 합니다. (p. 734)

• [CT.RDS.PR.3] Amazon RDS 클러스터에 삭제 방지 기능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p. 740)
• [CT.RDS.PR.4]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AWS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구성해야 합니

다. (p. 745)
• [CT.RDS.PR.5]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

니다. (p. 750)
• [CT.RDS.PR.6]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백트래킹을 구성해야 합니다. (p. 755)
• [CT.RDS.PR.7]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IAM 인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p. 761)
• [CT.RDS.PR.8]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자동 백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p. 766)
• [CT.RDS.PR.9] 태그를 스냅샷에 복사하려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가 필요합니

다. (p. 770)
• [CT.RDS.PR.10]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태그를 스냅샷에 복사해야 합니다. (p. 776)
• [CT.RDS.PR.11]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VPC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p. 780)
• [CT.RDS.PR.12] 중요한 클러스터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Amazon RDS 이벤트 구독이 필요합니

다. (p. 786)
• [CT.RDS.PR.13] 모든 Amazon RDS 인스턴스에 삭제 방지 기능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p. 791)
• [CT.RDS.PR.14]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로깅을 구성해야 합니다. (p. 796)
• [CT.RDS.PR.15] Amazon RDS 인스턴스가 DB 보안 그룹을 생성하지 않도록 요구 (p. 803)
• [CT.RDS.PR.16]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저장 시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

다. (p.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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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RDS.PR.17]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Amazon RDS 이벤트 알림 구독
이 필요합니다. (p. 814)

• [CT.RDS.PR.18]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 그룹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Amazon RDS 이벤트 알림 
구독이 필요합니다. (p. 818)

• [CT.RDS.PR.19]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룹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Amazon RDS 이벤트 알림 구독
이 필요합니다. (p. 823)

• [CT.RDS.PR.20]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데이터베이스 엔진 기본 포트를 사용하지 않
도록 요구 (p. 828)

• [CT.RDS.PR.21] Amazon RDS DB 클러스터에는 고유한 관리자 사용자 이름이 있어야 합니
다. (p. 834)

• [CT.RDS.PR.22]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고유한 관리자 사용자 이름이 있어야 합니
다. (p. 839)

• [CT.RDS.PR.23]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
다. (p. 843)

• [CT.RDS.PR.24]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저장 시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
다. (p. 847)

[CT.RDS.PR.1]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여러 가용 영역으로 구성
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인스턴스에 고가용성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 제어 목표: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규칙 사양 (p. 73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
규칙 사양 (p. 73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예
제 템플릿 (p. 733)

설명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DB) 인스턴스는 여러 가용 영역 (AZ) 에 맞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구성은 
저장된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입니다. 여러 가용 영역에 배포하면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정기적인 
RDS 유지 관리 중에 자동 장애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oracle-ee,oracle-ee-
cdb,oracle-se2,oracle-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
ex 및 에만 적용됩니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MultiAZ를 true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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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여러 가용 영역으로 구성된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MultiAZ": true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MultiAZ: tru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multi_az_support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high availability is configured for your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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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ultiAZ'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ultiAZ' has been specified
#       And: 'MultiAZ'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ultiAZ' has been specified
#       And: 'MultiAZ'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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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server-ex", "sqlserver-web"
]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multi_az_support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1]: Require that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is configured with 
 multiple Availability Zones 
        [FIX]: Set 'MultiAZ' to 'true'. 
        >>
}

rule rds_instance_multi_az_support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 Require that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is configured with 
 multiple Availability Zones 
        [FIX]: Set 'MultiAZ'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 
       # Scenario 3 
       MultiAZ exists 
       # Scenario 4 and 5 
       MultiAZ == true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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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MultiAZ: true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MultiAZ: false 
    DeletionPolic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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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2]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또는 클러스터에 향상된 모
니터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인스턴스에 대한 향상된 모니터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2규칙 사양 (p. 73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2
규칙 사양 (p. 73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2예
제 템플릿 (p. 739)

설명

Amazon RDS에서는 향상된 모니터링을 통해 기본 인프라의 성능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성능 변경으로 인해 데이터 가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모니터링은 RDS DB 인스턴스
가 실행되는 운영 체제의 실시간 지표를 제공합니다. 인스턴스에 설치된 에이전트는 하이퍼바이저 계층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DB) 인스턴스의 여러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에서 CPU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aurora,,,aurora-mysql,aurora-
postgresql,mariadb,mysql,oracle-ee,oracle-ee-cdb,oracle-se2,oracle-
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ex 및 에만 적용됩니
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지원되는 값 (1, 5, 10, 15, 30, 60)MonitoringRoleArn 으로 설정하고 AWS IAM 역할의 ARN으로 설정합
니다.MonitoringInterval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향상된 모니터링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
다.

JSON 예

{ 
    "DBIn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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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MonitoringInterval": 30, 
            "MonitoringRoleArn": { 
                "Fn::GetAtt": [ 
                    "MonitoringIAMRole", 
                    "Arn" 
                ] 
            }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MonitoringInterval: 30 
    MonitoringRoleArn: !GetAtt 'MonitoringIAMRole.Arn'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enhanced_monitor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enhanced monitoring is activated for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instances.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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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se1', 'oracle-se', 'postgres', 'sqlserver-
ee',
#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se1', 'oracle-se', 'postgres', 'sqlserver-
ee',
#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onitoringInterval'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se1', 'oracle-se', 'postgres', 'sqlserver-
ee',
#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onitoringInterval' has been specified
#       And: 'MonitoringInterval' has been set to '0'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se1', 'oracle-se', 'postgres', 'sqlserver-
ee',
#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onitoringInterval' has been specified
#       And: 'MonitoringInterval' has not been set to a value from the list 1, 5, 10, 15, 
 30, 60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se1', 'oracle-se', 'postgres', 'sqlserver-
ee',
#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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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onitoringInterval' has been specified
#       And: 'MonitoringInterval' has been set to a value from the list 1, 5, 10, 15, 30, 
 60
#       And: 'MonitoringRoleArn' has not been specified or specified as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se1', 'oracle-se', 'postgres', 'sqlserver-
ee',
#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onitoringInterval' has been specified
#       And: 'MonitoringInterval' has been set to a value from the list 1, 5, 10, 15, 30, 
 60
#       And: 'MonitoringRoleArn' has been specified with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let ALLOWED_EM_VALUES = [1, 5, 10, 15, 30, 60]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enhanced_monitor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2]: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or cluster to have enhanced 
 monitoring configured 
        [FIX]: Set 'MonitoringInterval' to a supported value (1, 5, 10, 15, 30, 60), and 
 set 'MonitoringRoleArn' to the ARN of an AWS IAM role. 
        >>
}

rule rds_instance_enhanced_monitor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2]: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or cluster to have enhanced 
 monitoring configured 
        [FIX]: Set 'MonitoringInterval' to a supported value (1, 5, 10, 15, 30, 60), and 
 set 'MonitoringRoleArn' to the ARN of an AWS IAM role. 
        >>
}

#
# Parameteriz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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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 
        # Scenario: 3, 4, 5, 6 and 7 
        MonitoringInterval exists 
        MonitoringInterval in %ALLOWED_EM_VALUES 
        # Scenario: 6 and 7 
        MonitoringRoleArn exists 
        check_for_valid_monitor_role_arn(MonitoringRoleArn)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rule check_for_valid_monitor_role_arn(iam_role_arn) { 
   %iam_role_arn {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IAM::Rol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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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T.RDS.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MonitoringIAM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 "monitoring.rds.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service-role/AmazonRDSEnhancedMonitoringRole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MonitoringInterval: 30 
      MonitoringRoleArn: 
        Fn::GetAtt: ["MonitoringIAMRole", "Arn"]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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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MonitoringInterval: 0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3] Amazon RDS 클러스터에 삭제 방지 기능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
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DS) 클러스터에 삭제 보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3규칙 사양 (p. 74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3
규칙 사양 (p. 74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3예
제 템플릿 (p. 743)

설명

클러스터 삭제 보호를 활성화하면 무단 엔티티에 의한 우발적 데이터베이스 삭제 또는 삭제를 방지하는 추가 
보호 계층입니다.

삭제 방지가 활성화되면 Amazon RDS 클러스터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 요청이 성공하려면 먼저 삭제 
보호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DeletionProtection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클러스터 - 예제

삭제 보호가 활성화된 Amazon RDS DB 클러스터.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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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RDSDB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Engine": "aurora",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password}}" 
            }, 
            "DBSubnetGroupName": { 
                "Ref": "TestDBSubnetGroup" 
            }, 
            "DeletionProtection": true 
        } 
    }
} 
                 

YAML 예

RDS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TestDBSubnetGroup' 
    DeletionProtection: true 

                 

CT.RDS.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cluster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if an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cluster has deletion 
 protection enabled.
#  
# Reports on:
#   AWS::RDS::DB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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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DeletionProtection'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DeletionProtection' has been specified
#       And: 'DeletionProtection'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DeletionProtection' has been specified
#       And: 'DeletionProtection'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CLUSTER_TYPE = "AWS::RDS::DB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b_clusters = Resources.*[ Type == %RDS_DB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cluster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db_clusters not empty { 
    check(%db_clusters.Properties) 
        << 
        [CT.RDS.PR.3]: Require an Amazon RDS cluster to have deletion protection configured 
        [FIX]: Set the value of the 'DeletionProtection' parameter to true. 
        >>
}

rule rds_cluster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3]: Require an Amazon RDS cluster to have deletion protection configured 
        [FIX]: Set the value of the 'DeletionProtection' parameter to true. 
        >>
}

rule check(properties) { 
    %properties { 
        # Scenario 2 
        DeletionProtection exists 
        # Scenario 3 and 4 
        DeletionProtection == tru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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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Example DB subnet group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RDS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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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DeletionProtection: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Example DB subnet group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RDS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RDS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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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DeletionProtection: false 

     

[CT.RDS.PR.4]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AWS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RDS) 데이터베이스 (DB) 클러스터에AWS IAM 데이터베
이스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강력한 인증 사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4규칙 사양 (p. 74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4
규칙 사양 (p. 74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4예
제 템플릿 (p. 748)

설명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암호 없이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인증 
토큰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오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SSL을 통해 암호화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클러스터 엔진 유형auroraaurora-mysql 및 에만 적용됩니
다aurora-postgresql.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클러스터 - 예제

AWS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으로 구성된 Amazon RDS DB 클러스터.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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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rue 
        } 
    }
} 
                 

YAML 예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rue 

                 

CT.RDS.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cluster_iam_authentica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DB) 
 cluster has AWS IAM database authentication activated.
#  
# Reports on:
#   AWS::RDS::DB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not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or 'aurora-
postgresql'
#      Then: SKIP
#   Scenari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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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or 'aurora-postgresql'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or 'aurora-postgresql'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been provided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been set to a value other than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or 'aurora-postgresql'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been provided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CLUSTER_TYPE = "AWS::RDS::DBCluster"
let SUPPORTED_DB_CLUSTER_ENGINES = ["aurora", "aurora-mysql","aurora-postgresql"]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b_clusters = Resources.*[ Type == %RDS_DB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cluster_iam_authentica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db_clusters not empty { 
    check(%db_clusters.Properties) 
        << 
        [CT.RDS.PR.4]: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cluster to have AWS IAM database 
 authentication configured 
            [FIX]: Set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o 'true'. 
        >>
}

rule rds_cluster_iam_authentica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4]: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cluster to have AWS IAM database 
 authentication configured 
            [FIX]: Set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o 'true'. 
        >>
}

rule check(db_cluster) { 
    %db_cluster [ 
        # Scenario 2 
        filter_engine(this) 
    ] { 
       # Scenario 3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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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 4 and 5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 true 
    }
}

rule filter_engine(cluster_properties) { 
    %cluster_properties { 
        Engine exists 
        Engine in %SUPPORTED_DB_CLUSTER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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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subnet group for DBCluster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subnet group for DBCluster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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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CT.RDS.PR.5]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해 자동 마이너 버전 업그
레이드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5규칙 사양 (p. 75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5
규칙 사양 (p. 75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5예
제 템플릿 (p. 754)

설명

자동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 에 대한 최신 마이
너 버전 업데이트가 설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에는 보안 패치 및 버그 수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패치 설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시스템 보안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aurora,aurora-mysql,aurora-
postgresql,mariadb,mysql,oracle-ee,oracle-ee-cdb,oracle-se2,oracle-
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ex 및 에만 적용됩니
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utoMinorVersionUpgrade속성을 생략하거나 로 설정합니다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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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DB 인스턴스 - 예제 1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AWS CloudFormation 기본값을 통해 활성화된 자동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DeletionPolicy: Delet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DB 인스턴스 - 예제 2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AutoMinorVersionUpgrade 속성을 통해 활성화된 자동 마이너 버전 업그
레이드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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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AutoMinorVersionUpgrade": true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AutoMinorVersionUpgrade: tru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automatic_minor_version_upgrade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utomatic minor version upgrades are enabled for an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instance.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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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postgres'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postgres'
#       And: 'AutoMinorVersionUpgrade' has been specified
#       And: 'AutoMinorVersionUpgrade'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postgres'
#       And: 'AutoMinorVersionUpgrade'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PASS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postgres'
#       And: 'AutoMinorVersionUpgrade' has been specified
#       And: 'AutoMinorVersionUpgrade'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aurora", "aurora-mysql", "aurora-postgresql",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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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rds_instance_automatic_minor_version_upgrade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5]: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minor version 
 upgrades configured 
        [FIX]: Omit the 'AutoMinorVersionUpgrade' property or set it to 'true'. 
        >>
}

rule rds_instance_automatic_minor_version_upgrade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5]: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minor version 
 upgrades configured 
        [FIX]: Omit the 'AutoMinorVersionUpgrade' property or set it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 filter_engine(this) ] { 
        # Scenario: 4 
        AutoMinorVersionUpgrade not exists or 
        # Scenario: 3 and 5 
        AutoMinorVersionUpgrade == true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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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AutoMinorVersionUpgrade: fals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6]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백트래킹을 구성해야 합니
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DB) 클러스터에서 백트래킹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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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목표: 복원력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6 규칙 사양 (p. 75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6 
규칙 사양 (p. 75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6예
제 템플릿 (p. 759)

설명

백업을 통해 보안 사고로부터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백업은 또한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합니다. 
Aurora 백트래킹을 사용하면 특정 시점의 데이터베이스 복구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며 복구 시 데이터베이
스 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클러스터 엔진 유형aurora 및aurora-mysql DB 클러스터 엔
진provisioned 모드에만 적용됩니다.parallelquery

• 이 제어는 Aurora 서버리스 V2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지원하는 Amazon RDS DB 클러스터에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a와 Aurora 서버리스ServerlessV2ScalingConfiguration V2와 
호환되도록 구성된 RDS DB 클러스터)EngineVersion.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1과 사이의 숫자로 설정합니다BacktrackWindow259200.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DS DB 클러스터는 720초 (12분) 의 백트랙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
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BacktrackWindow": 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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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BacktrackWindow: 720 

                 

CT.RDS.PR.6 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aurora_cluster_backtrack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DB) 
 cluster has backtracking enabled.
#  
# Reports on:
#   AWS::RDS::DB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not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        And: 'EngineMode' provided is not one of 'provisioned' or 'parallelquery'
#       Then: SKIP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ServerlessV2ScalingConfiguration' is provided
#        And: 'Engine' provided is 'aurora-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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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ngineVersion' provided is '8.0.mysql_aurora.3.02.0' or higher
#       Then: SKIP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        And: 'EngineMode' is not provided or 'EngineMode' provided is one of 'provisioned' 
 or 'parallelquery'
#        And: 'BacktrackWindow'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        And: 'EngineMode' is not provided or 'EngineMode' provided is one of 'provisioned' 
 or 'parallelquery'
#        And: 'BacktrackWindow'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0
#       Then: FAIL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        And: 'EngineMode' is not provided or 'EngineMode' provided is one of 'provisioned' 
 or 'parallelquery'
#        And: 'BacktrackWindow'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a value > 0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CLUSTER_TYPE = "AWS::RDS::DBCluster"
let SUPPORTED_DB_CLUSTER_ENGINES = ["aurora", "aurora-mysql"]
let SUPPORTED_DB_CLUSTER_ENGINE_MODES = ["provisioned", "parallelquery"]
let AURORA_SERVERLESS_V2_SUPPORTED_ENGINE = ["aurora-mysql"]
let AURORA_V3_SERVERLESS_V2_NOT_SUPPORTED_PATTERN = /^8\.0\.mysql_aurora\.3\.01\./
let AURORA_V3_SERVERLESS_V2_SUPPORTED_PATTERN = /^8\.0\.mysql_aurora\.3/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b_clusters = Resources.*[ Type == %RDS_DB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aurora_cluster_backtrack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db_clusters not empty { 
    check(%db_clusters.Properties) 
        << 
        [CT.RDS.PR.6]: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cluster to have backtracking 
 configured 
            [FIX]: Set 'BacktrackWindow' to a number between '1' and '259200'. 
        >>
}

rule aurora_cluster_backtrack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6]: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cluster to have backtracking 
 configured 
            [FIX]: Set 'BacktrackWindow' to a number between '1' and '25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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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check(db_cluster) { 
    %db_cluster [ 
        filter_engine_enginemode_and_serverless_v2(this) 
    ] { 
        # Scenario 5 
        BacktrackWindow exists 
        # Scenario 6 and 7 
        BacktrackWindow > 0 
    }
}

rule filter_engine_enginemode_and_serverless_v2(db_cluster) { 
    # Scenario 2 and 3 
    %db_cluster { 
        Engine exists 
        Engine in %SUPPORTED_DB_CLUSTER_ENGINES 
        EngineMode not exists or 
        EngineMode in %SUPPORTED_DB_CLUSTER_ENGINE_MODES 
    } 
    #Scenario 4 
    %db_cluster [ 
        ServerlessV2ScalingConfiguration exists 
        Engine in %AURORA_SERVERLESS_V2_SUPPORTED_ENGINE 
    ] { 
        EngineVersion in %AURORA_V3_SERVERLESS_V2_NOT_SUPPORTED_PATTERN or 
        EngineVersion not in %AURORA_V3_SERVERLESS_V2_SUPPORTED_PATTERN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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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Example DB subnet group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BacktrackWindow: 720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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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Example DB subnet group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EngineMode: provisioned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CT.RDS.PR.7]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IAM 인증을 구성해야 합
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DB) 인스턴스에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데
이터베이스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강력한 인증 사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7규칙 사양 (p. 76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7
규칙 사양 (p. 76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7예
제 템플릿 (p.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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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사용하면 암호 대신 인증 토큰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인증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오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은 SSL로 암호화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 및 에만 적용됩니다postgres.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으로 구성된 Amazon RDS DB 인스턴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rue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rue 
  DeletionPolic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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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7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iam_authentica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DS database (DB) instance has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database authentication activated.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in-scope database engines - 'mariadb', 'mysql', 'postgres'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in-scope database engines - 'mariadb', 'mysql', 'postgres'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in-scope database engines - 'mariadb', 'mysql', 'postgres'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in-scope database engines - 'mariadb', 'mysql', 'postgres'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mariadb", "mysql", "postg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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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iam_authentica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7]: Require Amazon RDS database instances to have AWS IAM authentication 
 configured 
        [FIX]: Set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o 'true'. 
        >>
}

rule rds_instance_iam_authentica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7]: Require Amazon RDS database instances to have AWS IAM authentication 
 configured 
        [FIX]: Set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 
        #Scenario: 3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exists 
        #Scenario: 4 and 5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 true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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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7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true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EnableIAMDatabaseAuthentication: false 
    DeletionPolic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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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8]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자동 백업을 구성해야 합
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DB) 인스턴스에 자동 백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백업 보
존 기간이 7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복원력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8규칙 사양 (p. 76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8
규칙 사양 (p. 76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8예
제 템플릿 (p. 769)

설명

백업은 보안 사고로부터 더 빠르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합니다. Amazon RDS
는 일일 전체 인스턴스 볼륨 스냅샷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oracle-ee,oracle-ee-
cdb,oracle-se2,oracle-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
ex 및 에만 적용됩니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7~35일 (포함) 사이의 정수 값으로 설정합니다BackupRetentionPeriod.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자동 백업이 구성되고 백업 보존 기간이 14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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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kupRetentionPeriod": 14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BackupRetentionPeriod: 14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8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backup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RDS database (DB) instances have automated backups 
 enabled, and verifies that the backup retention period is greater than or equal to seven 
 (7) days.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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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BackupRetentionPeriod' has been specified
#       And: 'BackupRetentionPeriod' has been set to 0 (backup disabl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BackupRetentionPeriod'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BackupRetentionPeriod' has been specified
#       And: 'BackupRetentionPeriod' has been set to < 7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BackupRetentionPeriod' has been specified
#       And: 'BackupRetentionPeriod' has been set to an integer >= 7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backup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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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8]: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automatic backups 
 configured 
        [FIX]: Set 'BackupRetentionPeriod' to an integer value between 7 and 35 days 
 (inclusive). 
        >>
}

rule rds_instance_backup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8]: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automatic backups 
 configured 
        [FIX]: Set 'BackupRetentionPeriod' to an integer value between 7 and 35 days 
 (inclusiv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 filter_db_identifier_and_engine(this) ] { 
        # Scenario: 3, 4, 5 and 6 
        BackupRetentionPeriod exists 
        BackupRetentionPeriod >= 7 
    }
}

rule filter_db_identifier_and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8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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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BackupRetentionPeriod: 14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BackupRetentionPeriod: 4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9] 태그를 스냅샷에 복사하려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가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DB) 클러스터가 모든 태그를 생성된 스냅샷에 복사하도록 구성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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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9규칙 사양 (p. 77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9
규칙 사양 (p. 77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9예
제 템플릿 (p. 774)

설명

인프라 자산의 식별 및 인벤토리는 거버넌스와 보안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모든 Amazon RDS DB 클러스터
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보안 태세를 평가하고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위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스냅샷에 태그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스냅샷이 상위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의 태그를 상속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클러스터 엔진 유형auroraaurora-mysql, 및 에만 적용됩니
다aurora-postgresql.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CopyTagsToSnapshot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DS DB 클러스터는 태그를 스냅샷에 복사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
됩니다.

JSON 예

{ 
    "DB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CopyTagsToSnapshot":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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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CopyTagsToSnapshot: true 

                 

CT.RDS.PR.9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cluster_copy_tags_to_snapshots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DS DB cluster is configured to copy all tags to 
 snapshots created.
#  
# Reports on:
#   AWS::RDS::DB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not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or 'aurora-
postgresql'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or 'aurora-postgresql'
#       And: 'CopyTagsToSnapshot'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or 'aurora-postgresql'
#       And: 'CopyTagsToSnapshot' has been provided
#       And: 'CopyTagsToSnapshot' has been set to a value other than bool(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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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Engine' provided is one of 'aurora' or 'aurora-mysql' or 'aurora-postgresql'
#       And: 'CopyTagsToSnapshot' has been provided
#       And: 'CopyTagsToSnapshot'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CLUSTER_TYPE = "AWS::RDS::DBCluster"
let SUPPORTED_DB_CLUSTER_ENGINES = ["aurora", "aurora-mysql","aurora-postgresql"]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b_clusters = Resources.*[ Type == %RDS_DB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cluster_copy_tags_to_snapshot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db_clusters not empty { 
    check(%db_clusters.Properties) 
        << 
        [CT.RDS.PR.9]: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cluster to copy tags to snapshots 
            [FIX]: Set 'CopyTagsToSnapshot' to 'true'. 
        >>
}

rule rds_cluster_copy_tags_to_snapshot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9]: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cluster to copy tags to snapshots 
            [FIX]: Set 'CopyTagsToSnapshot' to 'true'. 
        >>
}

rule check(db_cluster) { 
    %db_cluster [ 
        # Scenario 2 
        filter_engine(this) 
    ] { 
       # Scenario 3 
       CopyTagsToSnapshot exists 
       # Scenario 4 and 5 
       CopyTagsToSnapshot == true 
    }
}

rule filter_engine(cluster_properties) { 
    %cluster_properties { 
        Engine exists 
        Engine in %SUPPORTED_DB_CLUSTER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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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9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subnet group for DBCluster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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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CopyTagsToSnapshot: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subnet group for DBCluster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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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CT.RDS.PR.10]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태그를 스냅샷에 복사해
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DB) 인스턴스가 모든 태그를 생성된 스냅샷에 복사하도록 구성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0규칙 사양 (p. 77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0규칙 사양 (p. 77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0
예제 템플릿 (p. 779)

설명

IT 자산의 식별 및 인벤토리는 거버넌스와 보안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모든 RDS DB 인스턴스에 대한 가시
성을 확보하여 보안 태세를 평가하고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은 상
위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일치하도록 태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스냅샷이 상
위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태그를 상속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oracle-ee,oracle-ee-
cdb,oracle-se2,oracle-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
ex 및 에만 적용됩니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CopyTagsToSnapshot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생성된 스냅샷에 모든 태그를 복사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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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CopyTagsToSnapshot": true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CopyTagsToSnapshot: tru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10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copy_tags_to_snapshots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RDS database (DB) instances are configured to copy 
 all tags to snapshots created.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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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CopyTagsToSnapshot'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CopyTagsToSnapshot' has been specified
#       And: 'CopyTagsToSnapshot'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CopyTagsToSnapshot' has been specified
#       And: 'CopyTagsToSnapshot'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copy_tags_to_snapshot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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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10]: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copy tags to snapshots 
        [FIX]: Set 'CopyTagsToSnapshot' to 'true'. 
        >>
}

rule rds_instance_copy_tags_to_snapshot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0]: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copy tags to snapshots 
        [FIX]: Set 'CopyTagsToSnapshot'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 
       # Scenario: 3 
       CopyTagsToSnapshot exists 
       # Scenario: 4 and 5 
       CopyTagsToSnapshot == true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10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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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CopyTagsToSnapshot: true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CopyTagsToSnapshot: fals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11]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VPC 구성이 있어야 합니
다.
이 컨트롤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DB) 인스턴스가 VPC (즉, EC2-VPC 인스턴스 포함) 에 배포되었
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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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1규칙 사양 (p. 78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1규칙 사양 (p. 78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1
예제 템플릿 (p. 785)

설명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는 RDS 리소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생성하기 위한 여러 네
트워크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제어에는 VPC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ACL 및 보안 그룹이 포함됩니
다. 이러한 제어 기능을 활용하려면 Amazon RDS 인스턴스를 EC2 VPC 인스턴스로 생성하십시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oracle-ee,oracle-ee-
cdb,oracle-se2,oracle-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
ex 및 에만 적용됩니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를 설정합니다DBSubnetGroupNam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RDS DB 서브넷 그룹이 있는 Amazon VPC 배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 
        "DeletionPolicy": "Dele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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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1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deployed_in_vpc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DS database (DB) instance is deployed in a VPC 
 (that is, an EC2 VPC instance).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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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BSubnetGroupName'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DBSubnetGroupName' has been specified but is an empty string
#            or invalid local reference to a DB Subnet Group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DBSubnetGroupName' has been specified but is a non-empty string
#            or valid local reference to a DB Subnet Group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deployed_in_vpc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11]: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a VPC configuration 
        [FIX]: Set a 'DBSubnetGroupName'. 
        >>
}

rule rds_instance_deployed_in_vpc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1]: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a VPC configuration 
        [FIX]: Set a 'DBSubnetGroupNam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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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 
       # Scenario: 3 
       DBSubnetGroupName exists 

       # Scenario: 4 and 5 
       check_db_subnet_group(DBSubnetGroupName)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rule check_db_subnet_group(db_subnet_group) { 
   %db_subnet_group {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this)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this, "AWS::RDS::DBSubnetGroup")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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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1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Test DB subnet group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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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12] 중요한 클러스터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Amazon RDS 이벤트 구독
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RDS 클러스터의maintenance Amazon RDS 이벤트 구독이 다음과 같은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failure.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EventSubscrip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2규칙 사양 (p. 78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2규칙 사양 (p. 78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2
예제 템플릿 (p. 790)

설명

Amazon RDS 이벤트 알림은 Amazon SNS 사용하여 RDS 리소스의 가용성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을 알려줍니
다. 이러한 알림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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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RDS 클러스터 (SourceType또는db-cluster) 에 대한 Amazon RDS 이벤트 구독
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를 로db-cluster 설정하면Enabled true로 설정하고maintenance 및failure 값이 모
두EventCategories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SourceTyp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이벤트 구독 - 예제 1

모든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된 RDS 클러스터용 Amazon RDS 이벤트 구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SourceType": "db-cluster", 
            "Enabled": true 
        } 
    }
} 
                 

YAML 예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SourceType: db-cluster 
    Enabled: tru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이벤트 구독 - 예제 2

알림maintenance 및 이벤트 카테고리를 알리도록 구성된 RDS 클러스터에 대한 Amazon RDSfailure
이벤트 구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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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EventCategories": [ 
                "maintenance", 
                "failure" 
            ], 
            "SourceType": "db-cluster", 
            "Enabled": true 
        } 
    }
} 
                 

YAML 예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EventCategories: 
      - maintenance 
      - failure 
    SourceType: db-cluster 
    Enabled: true 

                 

CT.RDS.PR.1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cluster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s for RDS clusters is configured to 
 notify on event categories of "maintenance" and "failure".
#  
# Reports on:
#   AWS::RDS::EventSubscrip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not 'db-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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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db-cluster'
#       And: 'Enabled' is not provided or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cluster'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does not contain both 'maintenance' and 'failur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cluster'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does not exist or is an empty list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cluster'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contains both 'maintenance' and 'failur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EVENTSUBSCRIPTION_TYPE = "AWS::RDS::EventSubscrip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EVENT_CATEGORIES = ["maintenance","failure"]
let EVENT_SOURCE_TYPE = "db-cluster"

#
# Assignments
#
let rds_event_subscriptions = Resources.*[ Type == %RDS_EVENTSUBSCRIP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cluster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event_subscriptions not 
 empty { 
    check(%rds_event_subscriptions.Properties) 
        << 
        [CT.RDS.PR.12]: Require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to have critical cluster 
 events configured 
        [FIX]: When 'SourceType' is set to 'db-cluster', set 'Enabled' to true and ensure 
 that 'EventCategories' contains both 'maintenance' and 'failure' values. 
        >>
}

rule rds_cluster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EVENTSUBSCRIP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EVENTSUBSCRIP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2]: Require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to have critical cluster 
 events configured 
        [FIX]: When 'SourceType' is set to 'db-cluster', set 'Enabled' to true and ensure 
 that 'EventCategories' contains both 'maintenance' and 'failure' val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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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source) { 
    %resource [ SourceType == %EVENT_SOURCE_TYPE ] { 
        Enabled exists 
        # Scenario 4 
        Enabled == true 
        # Scenario 5 
        EventCategories not exists or 
        # Scenario 6 
        check_event_categories_for_required_events(EventCategories) 
    }
}

rule check_event_categories_for_required_events(event_categories) { 
    %event_categories { 
        this exists 
        this is_list 
        this empty or 
        %EVENT_CATEGORIES.* in thi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1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SourceType: db-cluster 
      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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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EventCategories: 
      - maintenance 
      - deletion 
      SourceType: db-cluster 
      Enabled: true 

     

[CT.RDS.PR.13] 모든 Amazon RDS 인스턴스에 삭제 방지 기능이 구성되어 있어
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DS) 인스턴스에 삭제 보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3규칙 사양 (p. 79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3규칙 사양 (p. 79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3
예제 템플릿 (p. 795)

설명

활성화된 인스턴스 삭제 보호는 실수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엔티티에 의한 삭제를 방
지하는 추가 보호 계층을 제공합니다.

삭제 보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는 RDS DB 인스턴스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 요청이 성공하려면 
먼저 삭제 보호를 해제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oracle-ee,oracle-ee-
cdb,oracle-se2,oracle-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
ex 및 에만 적용됩니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DeletionProtection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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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삭제 방지가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
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StorageEncrypted": true, 
            "DeletionProtection": true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DeletionProtection: tru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1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instance 
 has deletion protection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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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DeletionProtection'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DeletionProtection' has been specified
#       And: 'DeletionProtection'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DeletionProtection' has been specified
#       And: 'DeletionProtection'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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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server-ex", "sqlserver-web"
]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13]: Require any Amazon RDS instance to have deletion protection 
 configured 
        [FIX]: Set 'DeletionProtection' to 'true'. 
        >>
}

rule rds_instance_deletion_protec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3]: Require any Amazon RDS instance to have deletion protection 
 configured 
        [FIX]: Set 'DeletionProtection'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 
       #Scenario: 3 
       DeletionProtection exists 
       #Scenario: 4 and 5 
       DeletionProtection == true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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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1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DeletionProtection: true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DeletionProtection: false 
    DeletionPolic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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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14]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로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인스턴스에 Amazon CloudWatch Logs로 내보내도
록 구성된 사용 가능한 모든 로그 유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4규칙 사양 (p. 79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4규칙 사양 (p. 79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4
예제 템플릿 (p. 801)

설명

모든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관련 로그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깅은 RDS
에 대한 요청의 세부 기록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로그는 보안 및 액세스 감사를 지원하고 가용성 문제
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postgres,sqlserver-
ee,sqlserver-se,sqlserver-exsqlserver-web,oracle-eeoracle-se2oracle-se1, 
및 에만 적용됩니다oracle-se.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엔진에 지원되는 모든 로그 유형
을EnableCloudwatchLogsExports 목록으로 지정하십시오.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DB 인스턴스 - 예제 1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엔진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모든 로그 유형으로 구성된mysql 엔진 유형입니
다.mysql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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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StorageEncrypted": true,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error", 
                "general", 
                "slowquery", 
                "audit" 
            ]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error 
      - general 
      - slowquery 
      - audit 
  DeletionPolicy: Delete 

                 

다음 예는 이 문제 해결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DB 인스턴스 - 예제 2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엔진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모든 로그 유형으로 구성된postgres 엔진 유형입
니다.postgres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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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postgresql", 
                "upgrade" 
            ]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postgresql 
      - upgrad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1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logg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rules checks whether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instances have all 
 available log types configured for export to Amazon CloudWatch Logs.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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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cdb',
#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cdb',
#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has not been specified or has been specified
#             and i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cdb',
#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has been specified and is a non-empty list
#       And: One or more log types i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are not supported by 
 the specified 'Engin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cdb',
#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has been specified and is a non-empty list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does not contain all log types supported by the 
 specified 'Engine'
#      Then: FAIL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value is a non-empty and all supported log types
#             are enabled - 'audit', 'error', 'general', 'slowquery'
#      Then: PASS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postgres'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value is a non-empty and all supported log types
#             are enabled - 'postgresql', 'upgrade'
#      Then: PASS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            'sqlserver-web'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value is a non-empty and all supported log types
#             are enabled - 'agen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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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PASS
#   Scenario: 9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
cdb',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has been specified
#       And: 'EnableCloudwatchLogsExports' value is a non-empty and all supported log types
#             are enabled - 'alert', 'audit', 'listener', 'oemagent', 'tra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let MYSQL_OR_MARIA_ENGINES_SUBTYPES = [ "mariadb", "mysql" ]
let POSTGRES_ENGINES_SUBTYPES = [ "postgres" ]
let SQLSERVER_ENGINES_SUBTYPES = [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let ORACLE_ENGINES_SUBTYPES = [ "oracle-ee", "oracle-se2", "oracle-se1", "oracle-se" ]

let MYSQL_OR_MARIA_SUPPORTED_LOG_TYPES = [ "audit", "error", "general", "slowquery" ]
let POSTGRES_SUPPORTED_LOG_TYPES = [ "postgresql", "upgrade" ]
let SQLSERVER_SUPPORTED_LOG_TYPES = [ "agent", "error" ]
let ORACLE_SUPPORTED_LOG_TYPES = [ "alert", "audit", "listener", "oemagent", "trace" ]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14]: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logging configured 
            [FIX]: Specify 'EnableCloudwatchLogsExports' with a list of all supported log 
 types for the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engine. 
        >>
}

rule rds_instance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4]: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logging configured 
            [FIX]: Specify 'EnableCloudwatchLogsExports' with a list of all supported log 
 types for the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engin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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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 
        # Scenario: 3 
        EnableCloudwatchLogsExports exists 
        check_is_list_and_not_empty(EnableCloudwatchLogsExports) 

        # Scenario: 4 and 5 
        when Engine IN %MYSQL_OR_MARIA_ENGINES_SUBTYPES { 
            %MYSQL_OR_MARIA_SUPPORTED_LOG_TYPES.* I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EnableCloudwatchLogsExports.* IN %MYSQL_OR_MARIA_SUPPORTED_LOG_TYPES[*] 
        } 

        # Scenario: 4 and 6 
        when Engine IN %POSTGRES_ENGINES_SUBTYPES { 
            %POSTGRES_SUPPORTED_LOG_TYPES.* I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EnableCloudwatchLogsExports.* IN %POSTGRES_SUPPORTED_LOG_TYPES[*] 
        } 

        # Scenario: 4 and 7 
        when Engine IN %SQLSERVER_ENGINES_SUBTYPES { 
            %SQLSERVER_SUPPORTED_LOG_TYPES.* i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EnableCloudwatchLogsExports.* IN %SQLSERVER_SUPPORTED_LOG_TYPES[*] 
        } 

        # Scenario: 4 and 8 
        when Engine IN %ORACLE_ENGINES_SUBTYPES { 
            %ORACLE_SUPPORTED_LOG_TYPES.* in EnableCloudwatchLogsExports[*] 
            EnableCloudwatchLogsExports.* IN %ORACLE_SUPPORTED_LOG_TYPES[*] 
        }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list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1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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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error 
      - general 
      - slowquery 
      - audit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EnableCloudwatchLogsExports: 
      - error 
      -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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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query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15] Amazon RDS 인스턴스가 DB 보안 그룹을 생성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데이터베이스 (DB) 보안 그룹이 RDS DB 인스턴
스에서 생성되었는지 또는 이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DB 보안 그룹은 EC2-Classic 플랫폼 전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AWS::RDS::DBSecurityGroup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5 규칙 사양 (p. 804)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5 규칙 사양 (p. 804)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5
예제 템플릿 (p. 806)

설명

모든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데이터베이스는 Amazon VPC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액세
스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DB 보안 그룹은 EC2-Classic 플랫폼일 때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DBSecurityGroups속성을 생략합니다. 대신VPCSecurityGroups 속성을 사용하여 Amazon VPC 보안 
그룹을 구성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Amazon VPC 보안 그룹으로 구성된 Amazon RDS DB 인스턴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t3.small",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StorageEncrypt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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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 6733,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VPCSecurityGroups": [ 
                { 
                    "Ref": "SecurityGroup" 
                } 
            ] 
        }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t3.small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Port: 6733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VPCSecurityGroups: 
      - !Ref 'SecurityGroup' 

                 

CT.RDS.PR.15 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db_security_group_not_allow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y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DB) 
 security groups are created by, or associated to, an RDS DB instance, because DB security 
 groups are intended for the EC2-Classic platform only.
#  
# Reports on:
#   AWS::RDS::DBSecurityGroup,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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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DB security group resources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DB security group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DBsecurity group resources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DBSecurityGroups' has been specified on the RDS DB instance as a no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DB security group resources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DBSecurityGroups' has not been specified on the RDS DB instance or specified 
 as an 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DB_SECURITY_GROUP_TYPE = "AWS::RDS::DBSecurityGroup"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DB_INSTANCE_TYPE ]
let db_security_groups = Resources.*[ Type == %DB_SECURITY_GROUP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db_security_group_not_allowed_check when is_cfn_template(this) 
                                                  %db_security_groups not empty { 
    check_db_security_group(%db_security_groups) 
        << 
        [CT.RDS.PR.15]: Require that an Amazon RDS instance does not create DB security 
 groups 
            [FIX]: Omit the 'DBSecurityGroups' property. Instead, configure Amazon VPC 
 security groups by means of the 'VPCSecurityGroups' property. 
        >>
}

rule rds_db_security_group_not_allowed_check when is_cfn_template(this) 
                                                  %db_instances not empty { 
    check_db_instance(%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15]: Require that an Amazon RDS instance does not create DB security 
 groups 
            [FIX]: Omit the 'DBSecurityGroups' property. Instead, configure Amazon VPC 
 security groups by means of the 'VPCSecurityGroups' property. 
        >>
}

rule rds_db_security_group_not_allow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DB_SECURITY_GROUP_TYPE) { 
    check_db_security_group(%INPUT_DOCUMENT.%DB_SECURITY_GROUP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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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RDS.PR.15]: Require that an Amazon RDS instance does not create DB security 
 groups 
            [FIX]: Omit the 'DBSecurityGroups' property. Instead, configure Amazon VPC 
 security groups by means of the 'VPCSecurityGroups' property. 
        >>
}

rule rds_db_security_group_not_allow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DB_INSTANCE_TYPE) { 
    check_db_instance(%INPUT_DOCUMENT.%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5]: Require that an Amazon RDS instance does not create DB security 
 groups 
            [FIX]: Omit the 'DBSecurityGroups' property. Instead, configure Amazon VPC 
 security groups by means of the 'VPCSecurityGroups'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db_security_group(db_security_group) { 
    # Scenario 2 
    %db_security_group empty
}

rule check_db_instance(db_instance) { 
    %db_instance { 
        # Scenario 3 and 4 
        DBSecurityGroups not exists or 
        check_is_empty_list(this) 
    }
}

rule check_is_empty_list(db_instance_configuration) { 
    %db_instance_configuration { 
        DBSecurityGroups is_list 
        DBSecurityGroups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1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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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subnet group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SecurityGroup: 
    Type: AWS::EC2::SecurityGroup 
    Properties: 
      GroupDescription: Example Security Group 
      VpcId: 
        Ref: VPC 
      SecurityGroupIngress: 
      - IpProtocol: tcp 
        FromPort: 6733 
        ToPort: 6733 
        CidrIp: 10.0.0.0/16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t3.small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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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ageEncrypted: true 
      Port: 6733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VPCSecurityGroups: 
      - Ref: SecurityGroup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SecurityGroup: 
    Type: AWS::RDS::DBSecurityGroup 
    Properties: 
      DBSecurityGroupIngress: 
      - CIDRIP: "0.0.0.0/0" 
      GroupDescription: "Ingress for Amazon EC2 security group" 

     

[CT.RDS.PR.16]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저장 시 암호화가 구성되
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기존 클러스터에서 복원되지 않는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데이터베이스 
(DB) 클러스터에 스토리지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6규칙 사양 (p. 80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6규칙 사양 (p. 80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6
예제 템플릿 (p. 813)

설명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 보안 계층을 제공하려면 Amazon RDS DB 클러스터가 저장 시 암호화되도록 구
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RDS DB 클러스터와 저장 중인 스냅샷을 암호화하려면 RDS DB 클러스터의 암호화 
옵션을 활성화하십시오. 유휴 시 암호화되는 데이터로는 DB 클러스터의 기본 스토리지, 자동 백업 파일, 읽
기 전용 복제본 및 스냅샷이 포함됩니다.

암호화된 RDS DB 클러스터는 개방형 표준 AES-256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합니다. 데이터가 
암호화된 이후 Amazon RDS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데이터 액세스 및 암호 해독의 인
증을 처리합니다.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기존 클러스터에서 복원되지 않거나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생성되지 않은 
Amazon RDS DB 클러스터에만 적용됩니다. (예:SourceDBClusterIdentifier 또
는ReplicationSourceIdentifier 속성이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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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StorageEncrypted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DS DB 클러스터는 스토리지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 
            "StorageEncrypted": true 
        } 
    }
} 
                 

YAML 예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CT.RDS.PR.16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cluster_storage_encryp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the storage encryption is configured on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DB) clusters that are not being restored from an existing 
 cluster.
#  
# Repor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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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RDS::DB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SourceDBClusterIdentifier' or 'ReplicationSourceIdentifier' has been 
 provided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SourceDBClusterIdentifier' or 'ReplicationSourceIdentifier' has not been 
 provided
#        And: 'StorageEncrypted'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SourceDBClusterIdentifier' or 'ReplicationSourceIdentifier' has not been 
 provided
#        And: 'StorageEncrypted'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SourceDBClusterIdentifier' or 'ReplicationSourceIdentifier' has not been 
 provided
#        And: 'StorageEncrypted'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CLUSTER_TYPE = "AWS::RDS::DB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ds_cluster = Resources.*[ Type == %RDS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cluster_storage_encryp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cluster not empty { 
    check(%rds_cluster.Properties) 
        << 
        [CT.RDS.PR.16]: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cluster to have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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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 Set 'StorageEncrypted' to 'true'. 
        >>
}

rule rds_cluster_storage_encryp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6]: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cluster to have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IX]: Set 'StorageEncrypted'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cluster) { 
    %rds_cluster [ 
        # Scenario 2 
        filter_sources(this) 
    ] { 
        # Scenario 3 
        StorageEncrypted exists 

        # Scenario 4 and 5 
        StorageEncrypted == true 
    }
}

rule filter_sources(rds_cluster) { 
    %rds_cluster { 
        # Scenario 2 
        SourceDBClusterIdentifier not exists or 
        filter_property_is_empty_string(SourceDBClusterIdentifier) or 
        filter_is_not_valid_local_reference(%INPUT_DOCUMENT, SourceDBClusterIdentifier, 
 "AWS::RDS::DBCluster") 

        ReplicationSourceIdentifier not exists or 
        filter_property_is_empty_string(ReplicationSourceIdentifier) or 
        filter_replication_source_identifier(ReplicationSourceIdentifier) 
    }
}

rule filter_property_is_empty_string(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filter_is_not_valid_local_reference(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this not is_string 
        this is_struct 

        when this.'Ref' exists { 
            'Ref' { 
                when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 
                    this not exists 
                } 
                this exists 
            } 
        } 
        when this.'Ref' not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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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xists 
        } 
    }
}

rule filter_replication_source_identifier(reference_properties) { 
    filter_is_not_valid_local_reference_via_join(%INPUT_DOCUMENT, %reference_properties, 
 "AWS::RDS::DBCluster") 
    filter_is_not_valid_local_reference_via_join(%INPUT_DOCUMENT, %reference_properties, 
 "AWS::RDS::DBInstance")
}

rule filter_is_not_valid_local_reference_via_join(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this not is_string 
        this is_struct 

        when this.'Fn::Join' exists { 
            'Fn::Join' { 
                when filter_list_contains_valid_local_reference(this[1], %doc, 
 %referenced_resource_type) { 
                    this not exists 
                } 
                this exists 
            } 
        } 
        when this.'Fn::Join' not exists { 
            this exists 
        } 
    }
}

rule filter_list_contains_valid_local_reference(list, doc, referenced_resource_type) { 
     some %list.* { 
         check_local_references(%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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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RDS.PR.1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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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S.PR.17]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Amazon 
RDS 이벤트 알림 구독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RDS 인스턴스의 Amazon RDS 이벤트 구독이maintenancefailure, 및 의 이벤트 카테고리
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configuration change.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EventSubscrip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7규칙 사양 (p. 81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7규칙 사양 (p. 81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7
예제 템플릿 (p. 818)

설명

Amazon RDS 이벤트 알림은 Amazon SNS 사용하여 RDS 리소스의 가용성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을 알려줍니
다. 이러한 알림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RDS 인스턴스 (SourceType의db-instance) 에 대한 Amazon RDS 이벤트 구독에
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SourceType가 로db-instance 설정된 경우Enabled true로 설정하고 파라미터
에maintenancefailure, 및configuration change 값이EventCategories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이벤트 구독 - 예제 1

모든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된 RDS 인스턴스용 Amazon RDS 이벤트 구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SourceType": "db-instance", 
            "Enabled":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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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SourceType: db-instance 
    Enabled: tru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이벤트 구독 - 예제 2

maintenancefailure, 및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된 RDS 인스턴스용 Amazon 
RDSconfiguration change 이벤트 구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EventCategories": [ 
                "maintenance", 
                "failure", 
                "configuration change" 
            ], 
            "SourceType": "db-instance", 
            "Enabled": true 
        } 
    }
} 
                 

YAML 예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EventCategories: 
      - maintenance 
      - failure 
      - configuration change 
    SourceType: db-instance 
    Enabled: true 

                 

CT.RDS.PR.17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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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s for RDS instances are configured to 
 notify on event categories of 'maintenance',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  
# Reports on:
#   AWS::RDS::EventSubscrip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not 'db-instance'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db-instance'
#       And: 'Enabled' is not provided or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instance'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does not contain 'maintenance',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instance'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does not exist or is an empty list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instance'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contains 'maintenance',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EVENTSUBSCRIPTION_TYPE = "AWS::RDS::EventSubscrip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EVENT_CATEGORIES = ["maintenance","failure","configuration change"]
let EVENT_SOURCE_TYPE = "db-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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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ignments
#
let rds_event_subscriptions = Resources.*[ Type == %RDS_EVENTSUBSCRIP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event_subscriptions not 
 empty  { 
    check(%rds_event_subscriptions.Properties) 
        << 
        [CT.RDS.PR.17]: Require an Amazon RDS event notification subscription to have 
 critical database instance events configured 
        [FIX]: When 'SourceType' is set to 'db-instance', set 'Enabled' to true and ensure 
 that the parameter 'EventCategories' contains 'maintenance',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values. 
        >>
}

rule rds_instance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EVENTSUBSCRIP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EVENTSUBSCRIP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7]: Require an Amazon RDS event notification subscription to have 
 critical database instance events configured 
        [FIX]: When 'SourceType' is set to 'db-instance', set 'Enabled' to true and ensure 
 that the parameter 'EventCategories' contains 'maintenance',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value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source) { 
    %resource [ SourceType == %EVENT_SOURCE_TYPE ] { 
        Enabled exists 
        # Scenario 4 
        Enabled == true 
        # Scenario 5 
        EventCategories not exists or 
        # Scenario 6 
        check_event_categories_for_required_events(EventCategories) 
    }
}

rule check_event_categories_for_required_events(event_categories) { 
    %event_categories { 
        this exists 
        this is_list 
        this empty or 
        %EVENT_CATEGORIES.* in thi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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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17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SourceType: db-instance 
      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EventCategories: 
      - maintenance 
      - failure 
      SourceType: db-instance 
      Enabled: true 

     

[CT.RDS.PR.18]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 그룹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Amazon RDS 이벤트 알림 구독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RDS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Amazon RDS 이벤트 구독이 다음과 같은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configuration change.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Event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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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8규칙 사양 (p. 82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8규칙 사양 (p. 82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8
예제 템플릿 (p. 822)

설명

Amazon RDS 이벤트 알림은 Amazon SNS 사용하여 RDS 리소스의 가용성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을 알려줍니
다. 이러한 알림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RDS 파라미터 그룹 (SourceTypeofdb-parameter-group) 에 대한 Amazon RDS 
이벤트 구독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를 로db-parameter-group 설정하면Enabled true로 설정하고 파라미터가configuration change 값
으로EventCategories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SourceTyp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이벤트 구독 - 예제 1

모든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된 RDS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Amazon RDS 이벤트 구독 예제
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SourceType": "db-parameter-group", 
            "Enabled": true 
        } 
    }
} 
                 

YAML 예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SourceType: db-parameter-group 
    Enabl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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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이벤트 구독 - 예제 2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된 RDS 파라미터 그룹에 대한 Amazon RDSconfiguration 
change 이벤트 구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EventCategories": [ 
                "configuration change" 
            ], 
            "SourceType": "db-parameter-group", 
            "Enabled": true 
        } 
    }
} 
                 

YAML 예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EventCategories: 
      - configuration change 
    SourceType: db-parameter-group 
    Enabled: true 

                 

CT.RDS.PR.18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pg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s for RDS parameter groups are configured 
 to notify on event categories of 'configuration change'.
#  
# Reports on:
#   AWS::RDS::EventSubscrip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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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not 'db-parameter-group'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db-parameter-group'
#       And: 'Enabled' is not provided or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parameter-group'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does not contain 'configuration chang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parameter-group'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does not exist or is an empty list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parameter-group'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contains 'configuration chang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EVENTSUBSCRIPTION_TYPE = "AWS::RDS::EventSubscrip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EVENT_CATEGORIES = ["configuration change"]
let EVENT_SOURCE_TYPE = "db-parameter-group"

#
# Assignments
#
let rds_event_subscriptions = Resources.*[ Type == %RDS_EVENTSUBSCRIP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pg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event_subscriptions not empty  { 
    check(%rds_event_subscriptions.Properties) 
        << 
        [CT.RDS.PR.18]: Require an Amazon RDS event notification subscription to have 
 critical database parameter group events configured 
        [FIX]: When 'SourceType' is set to 'db-parameter-group', set 'Enabled' to true and 
 ensure that the parameter 'EventCategories' contains 'configuration change' as a val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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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rds_pg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EVENTSUBSCRIP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EVENTSUBSCRIP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8]: Require an Amazon RDS event notification subscription to have 
 critical database parameter group events configured 
        [FIX]: When 'SourceType' is set to 'db-parameter-group', set 'Enabled' to true and 
 ensure that the parameter 'EventCategories' contains 'configuration change' as a val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source) { 
    %resource [ SourceType == %EVENT_SOURCE_TYPE ] { 
        Enabled exists 
        # Scenario 4 
        Enabled == true 
        # Scenario 5 
        EventCategories not exists or 
        # Scenario 6 
        check_event_categories_for_required_events(EventCategories) 
    }
}

rule check_event_categories_for_required_events(event_categories) { 
    %event_categories { 
        this exists 
        this is_list 
        this empty or 
        %EVENT_CATEGORIES.* in thi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18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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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TopicArn: 
        Ref: SNSTopic 
      SourceType: db-parameter-group 
      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Enabled: false 
      SourceType: db-parameter-group 

     

[CT.RDS.PR.19]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룹 이벤트를 구성하려면 Amazon 
RDS 이벤트 알림 구독이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RDS 보안 그룹의 Amazon RDS 이벤트 구독이 다음과 같은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failureconfiguration change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EventSubscription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19규칙 사양 (p. 82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19규칙 사양 (p. 82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19
예제 템플릿 (p. 827)

설명

Amazon RDS 이벤트 알림은 Amazon SNS 사용하여 RDS 리소스의 가용성 또는 구성 변경 사항을 알려줍니
다. 이러한 알림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RDS 보안 그룹 (SourceType의db-security-group) 에 대한 Amazon RDS 이벤트 
구독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로SourceType 설정된db-security-group 경우Enabled 로 설정하고 매개 변수에truefailure
및configuration change 값이 모두EventCategories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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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이벤트 구독 - 예제 1

모든 이벤트 카테고리에 대해 알리도록 구성된 RDS 보안 그룹용 Amazon RDS 이벤트 구독. 예제는 JSON
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SourceType": "db-security-group", 
            "Enabled": true 
        } 
    }
} 
                 

YAML 예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SourceType: db-security-group 
    Enabled: tru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이벤트 구독 - 예제 2

알림failure 및 이벤트 카테고리를 알리도록 구성된 RDS 보안 그룹을 위한 Amazon 
RDSconfiguration change 이벤트 구독.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EventSubscription": {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 
            "SnsTopicArn": { 
                "Ref": "SnsTopic" 
            }, 
            "EventCategories": [ 
                "failure", 
                "configuration change" 
            ], 
            "SourceType": "db-security-group", 
            "Enabled":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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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EventCategories: 
      - failure 
      - configuration change 
    SourceType: db-security-group 
    Enabled: true 

                 

CT.RDS.PR.19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sg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for RDS security groups are configured 
 to notify on event categories of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  
# Reports on:
#   AWS::RDS::EventSubscription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not 'db-security-group'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db-security-group'
#       And: 'Enabled' is not provided or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security-group'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does not contain both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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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security-group'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does not exist or is an empty list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RDS event subscription resource
#       And: 'SourceType' is provided and is 'db-security-group'
#       And: '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And: 'EventCategories' contains both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EVENTSUBSCRIPTION_TYPE = "AWS::RDS::EventSubscription"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EVENT_CATEGORIES = ["failure","configuration change"]
let EVENT_SOURCE_TYPE = "db-security-group"

#
# Assignments
#
let rds_event_subscriptions = Resources.*[ Type == %RDS_EVENTSUBSCRIPTION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sg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event_subscriptions not empty  { 
    check(%rds_event_subscriptions.Properties) 
        << 
        [CT.RDS.PR.19]: Require an Amazon RDS event notifications subscription to have 
 critical database security group events configured 
        [FIX]: When 'SourceType' is set to 'db-security-group', set 'Enabled' to true and 
 ensure that the parameter 'EventCategories' contains both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values. 
        >>
}

rule rds_sg_event_notifications_configur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EVENTSUBSCRIPTION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EVENTSUBSCRIPTION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19]: Require an Amazon RDS event notifications subscription to have 
 critical database security group events configured 
        [FIX]: When 'SourceType' is set to 'db-security-group', set 'Enabled' to true and 
 ensure that the parameter 'EventCategories' contains both 'failure' and 'configuration 
 change' value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source) { 
    %resource [ SourceType == %EVENT_SOURCE_TYPE ] { 
        Enabled exists 
        # Scenario 4 
        Enabled == true 
        # Scenario 5 
        EventCategories not exist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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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enario 6 
        check_event_categories_for_required_events(EventCategories) 
    }
}

rule check_event_categories_for_required_events(event_categories) { 
    %event_categories { 
        this exists 
        this is_list 
        this empty or 
        %EVENT_CATEGORIES.* in thi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19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SourceType: db-security-group 
      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NSTopic: 
    Type: AWS::SNS::Topic 
    Properties: {} 
  RDSEventSubscription: 
    Type: AWS::RDS::EventSubscription 
    Properties: 
      SnsTopicArn: 
        Ref: SNSTopic 
      Event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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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lure 
      SourceType: db-security-group 
      Enabled: true 

     

[CT.RDS.PR.20]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데이터베이스 엔진 기본 
포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특정 엔진 유형의 기본 
데이터베이스 포트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20규칙 사양 (p. 83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20규칙 사양 (p. 83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20
예제 템플릿 (p. 833)

설명

알려진 포트를 사용하여 Amazon RDS 클러스터 또는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경우 공격자는 클러스터 또는 인
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 정보를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하여 Amazon RDS 클
러스터 또는 인스턴스에 연결하거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트를 변경할 때는 이전 포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 기존 연결 문자열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DB 인
스턴스의 보안 그룹에 새 포트에서의 연결을 허용하는 인그레스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oracle-ee,oracle-se2,oracle-
ee-cdb,oracle-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ex 및 에만 
적용됩니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ort이 값을 Amazon RDS DB 인스턴스 엔진 유형의 기본값과 다르게 설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DB 인스턴스 - 예제 1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mysql 엔진 기본 포트와 다른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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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StorageEncrypted": true, 
            "Port": 6733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Port: 6733 
  DeletionPolicy: Delet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아마존 RDS DB 인스턴스 - 예제 2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postgres 엔진 기본 포트와 다른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Port": 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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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Port: 5723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20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no_default_port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instances 
 are configured for default database port for their specific engine types.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cdb',
#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83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cdb',
#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Port'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cdb',
#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Port' has been specified
#       And: 'Port' value is default port (includes mysql/mariadb port '3306', sqlserver
#            port '1433', postgres port '5432', and oracle port '1521')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       And: 'Port' has been specified
#       And: 'Port' value is not equal to '3306'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postgres'
#       And: 'Port' has been specified
#       And: 'Port' value is not equal to '5432'
#      Then: PASS
#   Scenario: 7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
web'
#       And: 'Port' has been specified
#       And: 'Port' value is not equal to '1433'
#      Then: PASS
#   Scenario: 8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oracle-ee', 'oracle-se2', 'oracle-ee-cdb', 'oracle-se2-
cdb',
#       And: 'Port' has been specified
#       And: 'Port' value is not equal to '1521'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ORACLE_ENGINES = [ "oracle-ee", "oracle-se2", "oracle-se1", "oracle-se" ]
let SQLSERVER_ENGINES = [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let MYSQL_OR_MARIA_ENGINES = [ "mariadb", "mysql" ]
let POSTGRES_ENGINES = [ "postgres" ]
let MYSQL_MARIA_DEFAULT_PORTS = [3306, "3306"]
let POSTGRES_DEFAULT_PORTS = [5432, "5432"]
let SQL_DEFAULT_PORTS = [1433, "1433"]
let ORACLE_DEFAULT_PORTS = [15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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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no_default_port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20]: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not to use a database 
 engine default port 
        [FIX]: Set a value for 'Port' that is different than the default value for the 
 Amazon RDS DB instance engine type. 
        >>
}

rule rds_instance_no_default_port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20]: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not to use a database 
 engine default port 
        [FIX]: Set a value for 'Port' that is different than the default value for the 
 Amazon RDS DB instance engine typ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 Scenario: 4 and 5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MYSQL_OR_MARIA_ENGINES) ] { 
        check_port(Port, %MYSQL_MARIA_DEFAULT_PORTS) 
    } 
    # Scenario: 4 and 6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POSTGRES_ENGINES) ] { 
        check_port(Port, %POSTGRES_DEFAULT_PORTS) 
    } 
    # Scenario: 4 and 7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SQLSERVER_ENGINES) ] { 
        check_port(Port, %SQL_DEFAULT_PORTS) 
    } 
    # Scenario: 4 and 8 
    %rds_db_instance[ filter_engine(this, %ORACLE_ENGINES) ] { 
        check_port(Port, %ORACLE_DEFAULT_PORTS) 
    }
}

rule filter_engine(db_properties, engine) { 
    %db_properties {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engine 
    }
}

rule check_port(port, default_ports) { 
    # Scenario: 3 
    %port exists 
    %port not in %default_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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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20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Port: 6733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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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mysql 
      EngineVersion: 5.7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Port: 3306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21] Amazon RDS DB 클러스터에는 고유한 관리자 사용자 이름이 있
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데이터베이스 (DB) 클러스터가 관리자 사용자 이
름을 기본값에서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21규칙 사양 (p. 83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21규칙 사양 (p. 83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21
예제 템플릿 (p. 837)

설명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기본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고유한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
다. 기본 사용자 이름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이름을 변경하면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의 위
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해야 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MasterUsername 속성을 설정하는 Amazon RDS DB 클러스터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dmin또는 이외의MasterUsername 값으로 설정합니다postgres.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DS DB 클러스터는 고유한 관리자 사용자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834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DBCluster": {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samplemasteruser",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password}}" 
            }, 
            "DBSubnetGroupName": { 
                "Ref": "DBSubnetGroup" 
            } 
        } 
    }
} 
                 

YAML 예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samplemasteruser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RDS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CT.RDS.PR.2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cluster_default_admin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DB) 
 cluster has changed the administrator username from its default value.
#  
# Reports on:
#   AWS::RDS::DB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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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MasterUsername' has not been provided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MasterUsername' has been provided and it is set to 'admin' or 'postgres'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cluster resource
#       And: 'MasterUsername' has been provided and is not set to 'admin' or 'postgres'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CLUSTER_TYPE = "AWS::RDS::DBCluster"
let DISALLOWED_MASTER_USERNAMES = ["admin", "postgres"]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db_clusters = Resources.*[ Type == %RDS_DB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cluster_default_admin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db_clusters not empty { 
    check(%db_clusters.Properties) 
        << 
        [CT.RDS.PR.21]: Require an Amazon RDS DB cluster to have a unique administrator 
 username 
            [FIX]: Set 'MasterUsername' to a value other than 'admin' or 'postgres'. 
        >>
}

rule rds_cluster_default_admin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21]: Require an Amazon RDS DB cluster to have a unique administrator 
 username 
            [FIX]: Set 'MasterUsername' to a value other than 'admin' or 'postgres'. 
        >>
}

rule check(db_cluster) { 
    %db_cluster [ 
        # scenario 2 
        filter_master_username_provided(this) 
    ] { 
        # scenario 3 and 4 
        MasterUsername not in %DISALLOWED_MASTER_USERNAMES 
    }
}

#
# Utility Rules
#
rule filter_master_username_provided(dbcluster_properties) { 
    %dbcluster_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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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Username exists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2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subnet group for DBCluster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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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MasterUsername: examplemasteruser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SubnetOne: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VpcId: 
        Ref: VPC 
      CidrBlock: 10.0.0.0/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 
  SubnetTwo: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0.128/25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 
      VpcId: 
        Ref: VPC 
  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DB subnet group for DBCluster 
      SubnetIds: 
      - Ref: SubnetOne 
      - Ref: SubnetTwo 
  DBCluster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DBCluster: 
    Type: AWS::RDS::DBCluster 
    Properties: 
      Engine: aurora-m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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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Username: admin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ClusterSecret}::password}}' 
      DBSubnetGroupName: 
        Ref: DBSubnetGroup 

     

[CT.RDS.PR.22]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고유한 관리자 사용자 이
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데이터베이스가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기본값에서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22규칙 사양 (p. 840)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22규칙 사양 (p. 840)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22
예제 템플릿 (p. 842)

설명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관리 사용자 이름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Amazon RDS 데이터베
이스를 생성할 때 기본 관리 사용자 이름을 고유한 값으로 변경해야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oracle-ee,oracle-ee-
cdb,oracle-se2,oracle-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
ex, 및 에만 적용됩니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ostgres또는 이외의MasterUsername 값으로 설정합니다admin.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사용자 지정 관리자 사용자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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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testUser",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testUser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2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default_admin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has 
 changed the adminstrator username from its default value.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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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asterUsername' has been specified and is one of 'postgres' or 'admin'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MasterUsername' has been specified and is not one of 'postgres' or 'admin'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let RDS_DEFAULT_USERNAMES = [ "postgres", "admin" ]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default_admin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22]: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a unique 
 administrator username 
        [FIX]: Set 'MasterUsername' to a value other than 'postgres' or 'admin'. 
        >>
}

rule rds_instance_default_admin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22]: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a unique 
 administrator username 
        [FIX]: Set 'MasterUsername' to a value other than 'postgres' or '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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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 filter_engine_and_master_username_provided(this) ] { 
        # Scenario: 3 and 4 
        MasterUsername not in %RDS_DEFAULT_USERNAMES 
    }
}

rule filter_engine_and_master_username_provided(db_properties) { 
    %db_properties { 
        # Scenario: 2 
        MasterUsername exists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2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testUser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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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est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test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postgres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23]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PubliclyAccessible 구성 속성을 확인하여 결정된 대로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데이터베이스 (DB) 인스턴스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23규칙 사양 (p. 844)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23규칙 사양 (p. 844)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23
예제 템플릿 (p. 846)

설명

RDS 인스턴스 CloudFormation 리소스의PubliclyAccessible 속성은 DB 인스턴스가 공개적으로 액세
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PubliclyAccessibleset totrue 를 사용하여 구성된 DB 인스턴스는 
퍼블릭 IP 주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DNS 이름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인스턴스가 됩니다. 
DB 인스턴스에 퍼블릭 액세스가 불가한 경우 프라이빗 IP 주소로 확인되는 DNS 이름을 가진 내부 인스턴스
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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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 인스턴스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가 아니면PubliclyAccessible 값을 로 설
정하여 RDS 인스턴스를 구성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성하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true 원치 않는 트
래픽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값을PubliclyAccessible 로 설정합니다fals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구성을 통해 내부 인스턴스로 구성됩니다. 예제
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 
            "PubliclyAccessible": false 
        }, 
        "DeletionPolicy": "Delete" 
    }
} 
                 

YAML 예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PubliclyAccessible: fals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23규칙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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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public_access_check
#  
# Description:
#   This rule checks whether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database (DB) 
 instances are publicly accessible, as determined by checking the 'PubliclyAccessible' 
 configuration property.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is present and is a value other than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has been specified and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public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23]: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not be publicly 
 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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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 Set the value of 'PubliclyAccessible' to 'false'. 
        >>
}

rule rds_instance_public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23]: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not be publicly 
 accessible 
            [FIX]: Set the value of 'PubliclyAccessible' to 'fals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Scenario: 2 
       PubliclyAccessible exists 
       #Scenario: 3 and 4 
       PubliclyAccessible == fals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2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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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PubliclyAccessible: false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DB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PubliclyAccessible: true 
    DeletionPolicy: Delete 

     

[CT.RDS.PR.24]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저장 시 암호화가 구성되
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DB) 인스턴스에 스토리지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DS::DBInstanc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DS.PR.24규칙 사양 (p. 84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DS.PR.24규칙 사양 (p.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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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RDS.PR.24
예제 템플릿 (p. 851)

설명

Amazon RDS DB 인스턴스의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 계층을 강화하려면 저장 시 암호화되도록 RDS DB 
인스턴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유휴 시 RDS DB 인스턴스 및 스냅샷을 암호화하려면 RDS DB 인스턴스에 대
해 암호화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유휴 시 암호화된 데이터에는 DB 인스턴스에 대한 기본 스토리지, 자동 백
업, 읽기 전용 복제본 및 스냅샷이 포함됩니다.

암호화된 Amazon RDS DB 인스턴스는 RDS DB 인스턴스를 호스팅하는 서버의 데이터를 개방형 표준 
AES-256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합니다. 데이터가 암호화된 이후 Amazon RDS는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데이터 액세스 및 암호 해독의 인증을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암호화를 사용하
도록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Amazon RDS 암호화는 현재 모든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스토리지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RDS 
암호화는 대부분의 DB 인스턴스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Amazon RDS DB 엔진 유형mariadb,,,mysql,oracle-ee,oracle-ee-
cdb,oracle-se2,oracle-se2-cdbpostgressqlserver-eesqlserver-se,sqlserver-
ex 및 에만 적용됩니다.sqlserver-web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RDS DB 인스턴스의 경우 파라미터는 true로StorageEncrypted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DS DB 인스턴스 - 예제

스토리지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Amazon RDS DB 인스턴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DS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DBInstance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DSDBInstanceSecret}::password}}" 
            }, 
            "StorageEncrypted": true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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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S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DS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RDS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CT.RDS.PR.2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ds_instance_storage_encrypt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storage encryption is enabled for your Amazon RDS DB instances.
#  
# Reports on:
#   AWS::RDS::DBInstanc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DS DB instanc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not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StorageEncrypted'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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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StorageEncrypted'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RDS DB instance resource
#        And: 'Engine' is one of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
se2',
#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And: 'StorageEncrypted'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DS_DB_INSTANCE_TYPE = "AWS::RDS::DBInstanc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mariadb", "mysql", "oracle-ee", "oracle-ee-cdb", "oracle-se2", 
    "oracle-se2-cdb", "postgres", "sqlserver-ee", "sqlserver-se", 
    "sqlserver-ex", "sqlserver-web"
]

#
# Assignments
#
let rds_db_instances = Resources.*[ Type == %RDS_DB_INSTAN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ds_instance_storage_encryp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s not empty { 
    check(%rds_db_instances.Properties) 
        << 
        [CT.RDS.PR.24]: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IX]: The parameter 'StorageEncrypted' must be set to true for RDS DB Instances. 
        >>
}

rule rds_instance_storage_encryp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DS_DB_INSTANCE_TYPE) { 
    check(%INPUT_DOCUMENT.%RDS_DB_INSTAN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DS.PR.24]: Require an Amazon RDS database instance to have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IX]: The parameter 'StorageEncrypted' must be set to true for RDS DB Instance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ds_db_instance) { 
    %rds_db_instance [filter_restore_and_engine(this)] { 
        #Scenario: 3 
        StorageEncrypted exists 
        #Scenario: 4 and 5 
        StorageEncrypted == true 
    }
}

rule filter_restore_and_engine(db_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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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_properties { 
        #Scenario: 2 
        Engine exists 
        Engine is_string 
        Engine in %SUPPORTED_RDS_INSTANCE_ENGINE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DS.PR.2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true 
    DeletionPolicy: Delet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DBInstance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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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22 
        ExcludeCharacters: "/@\"" 
  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Engine: postgres 
      EngineVersion: 14.2 
      DBInstanceClass: db.m5.large 
      StorageType: gp2 
      AllocatedStorage: 5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DBInstanceSecret}::password}}' 
      StorageEncrypted: false 
    DeletionPolicy: Delete 

     

Amazon Redshift 제어 기능
주제

• [CT.REDSHIFT.PR.1] 일반 액세스를 금지하려면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p. 852)
• [CT.REDSHIFT.PR.2]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자동 스냅샷을 구성해야 합니다. (p. 856)
• [CT.REDSHIFT.PR.3]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감사 로깅을 구성해야 합니다. (p. 860)
• [CT.REDSHIFT.PR.4]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메이저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가 구성되어 있어

야 합니다. (p. 865)
• [CT.REDSHIFT.PR.5] 향상된 VPC 라우팅을 갖추려면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필요합니

다. (p. 870)
• [CT.REDSHIFT.PR.6]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는 고유한 관리자 사용자 이름이 있어야 합니

다. (p. 874)
• [CT.REDSHIFT.PR.7]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있어야 합니

다. (p. 878)

[CT.REDSHIFT.PR.1] 일반 액세스를 금지하려면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필
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퍼블릭 액세스를 금지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edshift::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EDSHIFT.PR.1규칙 사양 (p. 854)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1규칙 사양 (p.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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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1예제 템플릿 (p. 855)

설명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구성의 PubliclyAccessible 속성은 클러스터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
부를 나타냅니다. PubliclyAccessible파라미터가 로true 설정된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우 
이 클러스터는 퍼블릭 IP 주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DNS 이름을 갖춘 인터넷 연결 인스턴스가 됩
니다.

클러스터에 퍼블릭 액세스가 불가능한 경우 프라이빗 IP 주소로 확인되는 DNS 이름을 가진 내
부 인스턴스입니다. 클러스터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클러스터
를PubliclyAccessible set to 로 구성하지 않아야true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ubliclyAccessible를 fals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는 퍼블릭 액세스를 금지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
됩니다.

JSON 예

{ 
    "Redshift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Cluster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ClusterSecret}::password}}" 
            }, 
            "NodeType": "ds2.x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 
    }
} 
                 

YAML 예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
${RedshiftClusterSecret}::password}}' 
    NodeType: ds2.x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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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EDSHIFT.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edshift_cluster_public_access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Redshift clusters are configured to prohibit public 
 access.
#  
# Reports on:
#   AWS::Redshift::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edshift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has been specified
#       And: 'PubliclyAccessible'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document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PubliclyAccessible' has been specified
#       And: 'PubliclyAccessible'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DSHIFT_CLUSTER_TYPE = "AWS::Redshift::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edshift_clusters = Resources.*[ Type == %REDSHIFT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edshift_cluster_public_access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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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shift_clusters not empty  { 
    check(%redshift_clusters.Properties) 
         << 
        [CT.REDSHIFT.PR.1]: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prohibit public access 
        [FIX]: Set 'PubliclyAccessible' to 'false'. 
        >>
}

rule redshift_cluster_public_access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EDSHIFT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EDSHIFT.PR.1]: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prohibit public access 
        [FIX]: Set 'PubliclyAccessible' to 'fals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dshift_cluster) { 
    %redshift_cluster { 
        # Scenario 2 
        PubliclyAccessible exists 
        # Scenario 3 and 4 
        PubliclyAccessible == fals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EDSHIFT.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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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true 

     

[CT.REDSHIFT.PR.2]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자동 스냅샷을 구성해야 합니
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자동 스냅샷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클러스터에 자동 스냅샷 보존 
기간이 7일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복원력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edshift::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EDSHIFT.PR.2규칙 사양 (p. 85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2규칙 사양 (p. 85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2 예제 템플릿 (p. 859)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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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을 통해 보안 사고로부터 더 빠르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합니다. Amazon 
Redshift Redshift는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찍습니다. 이 컨트롤은 자동 스냅샷이 생성되어 7일 이
상 보관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7일 이상의 정수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값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예제

자동 스냅샷이 활성화된 상태로 구성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edshift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 
            "NodeType": "ds2.xlarge",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7 
        } 
    }
} 
                 

YAML 예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s2.xlarge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7 

                 

CT.REDSHIFT.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edshift_backup_enabled_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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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Redshift clusters have automated snapshots enabled, 
 and that the clusters are set with an automated snapshot retention period greater than or 
 equal to seven (7) days.
#  
# Reports on:
#   AWS::Redshift::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edshift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has been specified
#       And: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has been set to '0'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has been specified
#       And: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has been set to a value <7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has been specified
#       And: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has been set to a value >= 7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DSHIFT_CLUSTER_TYPE = "AWS::Redshift::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edshift_clusters = Resources.*[ Type == %REDSHIFT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edshift_backup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s not empty  { 
    check(%redshift_clusters.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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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REDSHIFT.PR.2]: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utomatic snapshots 
 configured 
        [FIX]: Set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to an integer value greater than or 
 equal to 7 days. 
        >>
}

rule redshift_backup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EDSHIFT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EDSHIFT.PR.2]: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utomatic snapshots 
 configured 
        [FIX]: Set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to an integer value greater than or 
 equal to 7 day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dshift_cluster) { 
    %redshift_cluster { 
        # Scenario 2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exists 
        # Scenario 3, 4 and 5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 7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EDSHIFT.PR.2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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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7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AutomatedSnapshotRetentionPeriod: 5 

     

[CT.REDSHIFT.PR.3]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감사 로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서 감사 로깅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edshift::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EDSHIFT.PR.3규칙 사양 (p. 86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3규칙 사양 (p. 862)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3예제 템플릿 (p. 864)

설명

86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Amazon Redshift 감사 로깅은 클러스터의 연결 및 사용자 작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는 
Amazon S3에 저장 및 보호될 수 있으며 보안 감사 및 조사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LoggingProperties구성을 제공하고 Amazon Redshift 감사 로그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Amazon S3 버킷
의 이름으로 설정합니다BucketNam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는 감사 로깅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
니다.

JSON 예

{ 
    "Redshift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LoggingProperties": { 
                "BucketName": { 
                    "Ref": "S3Bucket" 
                }, 
                "S3KeyPrefix": "sample-cluster-logs" 
            } 
        } 
    }
} 
                 

YAML 예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LoggingProperties: 
      BucketName: !Ref 'S3Bucket' 
      S3KeyPrefix: sample-cluster-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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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EDSHIFT.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edshift_cluster_audit_logg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dshift cluster has audit logging activated.
#  
# Reports on:
#   AWS::Redshift::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edshift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LoggingProperties'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LoggingProperties' has been specified
#       And: 'BucketName' on 'LoggingProperties' has been specified and i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LoggingProperties' has been specified
#       And: 'BucketName' on 'LoggingProperties' has been specified and i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DSHIFT_CLUSTER_TYPE = "AWS::Redshift::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edshift_clusters = Resources.*[ Type == %REDSHIFT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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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redshift_cluster_audit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s not empty  { 
    check(%redshift_clusters.Properties) 
        << 
        [CT.REDSHIFT.PR.3]: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udit logging 
 configured 
            [FIX]: Provide a 'LoggingProperties' configuration and set 'BucketName' to the 
 name of an Amazon S3 bucket configured to receive Amazon Redshift audit logs. 
        >>
}

rule redshift_cluster_audit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EDSHIFT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EDSHIFT.PR.3]: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udit logging 
 configured 
            [FIX]: Provide a 'LoggingProperties' configuration and set 'BucketName' to the 
 name of an Amazon S3 bucket configured to receive Amazon Redshift audit log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dshift_cluster) { 
    %redshift_cluster { 
        # Scenario 2 
        LoggingProperties exists 
        LoggingProperties is_struct 

        LoggingProperties { 
            # Scenario 3 and 4 
            BucketName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BucketName)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BucketName, "AWS::S3::Bucket")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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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REDSHIFT.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redshift.amazonaws.com 
          Action: 
          - s3:GetBucketAcl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redshift.amazonaws.com 
          Action: 
          - s3:PutObject 
          Resource: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 Arn 
              - /*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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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LoggingProperties: 
        BucketName: 
          Ref: S3Bucket 
        S3KeyPrefix: example-cluster-logs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CT.REDSHIFT.PR.4]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메이저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
이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자동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취약성 관리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edshift::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EDSHIFT.PR.4규칙 사양 (p. 86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4규칙 사양 (p.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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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4예제 템플릿 (p. 869)

설명

자동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하면 유지 관리 기간 중에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의 최신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가 설치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보안 패치 및 버그 수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패치 설치
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시스템 보안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llowVersionUpgrade속성을 true로 설정하거나 지정하지 마십시오 (기본값).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예제 1

AWS CloudFormation기본값을 통해 자동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edshift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 
            "NodeType": "ds2.xlarge" 
        } 
    }
} 
                 

YAML 예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s2.xlarg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예제 2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는AllowVersionUpgrade 속성을 통해 자동 메이저 버전 업그레이드가 활성화
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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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Redshift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 
            "NodeType": "ds2.xlarge", 
            "AllowVersionUpgrade": true 
        } 
    }
} 
                 

YAML 예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s2.xlarge 
    AllowVersionUpgrade: true 

                 

CT.REDSHIFT.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edshift_cluster_allow_version_upgrade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automatic major version upgrades are enabled for the Amazon Redshift 
 cluster.
#  
# Reports on:
#   AWS::Redshift::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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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edshift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AllowVersionUpgrade' has been provided
#       And: 'AllowVersionUpgrade'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AllowVersionUpgrade' has not been provided
#      Then: PASS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AllowVersionUpgrade' has been provided
#       And: 'AllowVersionUpgrade'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DSHIFT_CLUSTER_TYPE = "AWS::Redshift::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edshift_clusters = Resources.*[ Type == %REDSHIFT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edshift_cluster_allow_version_upgrade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s not empty  { 
    check(%redshift_clusters.Properties) 
        << 
        [CT.REDSHIFT.PR.4]: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utomatic upgrades 
 to major versions configured 
        [FIX]: Set the 'AllowVersionUpgrade' property to true or do not specify it 
 (default). 
        >>
}

rule redshift_cluster_allow_version_upgrade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EDSHIFT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EDSHIFT.PR.4]: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utomatic upgrades 
 to major versions configured 
        [FIX]: Set the 'AllowVersionUpgrade' property to true or do not specify it 
 (default).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dshift_cluster) { 
    %redshift_cluster { 
        # Scenario 3 
        AllowVersionUpgrade not exists or 
        # Scenario 2 and 4 
        AllowVersionUpgrad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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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EDSHIFT.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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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AllowVersionUpgrade: false 

     

[CT.REDSHIFT.PR.5] 향상된 VPC 라우팅을 갖추려면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가 필요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향상된 VPC 라우팅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edshift::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EDSHIFT.PR.5규칙 사양 (p. 87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5규칙 사양 (p. 87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5예제 템플릿 (p. 873)

설명

향상된 VPC 라우팅은 클러스터와 데이터 리포지토리 간의 모든copyunload 트래픽이 VPC를 통과하도록 
강제합니다. 향상된 라우팅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보안 그룹 및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 목록과 같은 VPC 기능
을 사용하여 보안 그룹과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VPC 흐름 로그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
픽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EnhancedVpcRouting를 true로 설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는 향상된 VPC 라우팅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
니다.

JSON 예

{ 
    "Redshift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87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Properties": {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 
            "NodeType": "ds2.xlarge", 
            "EnhancedVpcRouting": true 
        } 
    }
} 
                 

YAML 예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s2.xlarge 
    EnhancedVpcRouting: true 

                 

CT.REDSHIFT.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edshift_enhanced_vpc_rout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dshift cluster has enhanced VPC routing 
 configured.
#  
# Reports on:
#   AWS::Redshift::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edshift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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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EnhancedVpcRouting'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EnhancedVpcRouting' has been specified
#       And: 'EnhancedVpcRouting' has been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EnhancedVpcRouting' has been specified
#       And: 'EnhancedVpcRouting' has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DSHIFT_CLUSTER_TYPE = "AWS::Redshift::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edshift_clusters = Resources.*[ Type == %REDSHIFT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edshift_enhanced_vpc_rout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s not empty { 
    check(%redshift_clusters.Properties) 
        << 
        [CT.REDSHIFT.PR.5]: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enhanced VPC routing 
        [FIX]: Set 'EnhancedVpcRouting' to 'true'. 
        >>
}

rule redshift_enhanced_vpc_rout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EDSHIFT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EDSHIFT.PR.5]: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enhanced VPC routing 
        [FIX]: Set 'EnhancedVpcRouting' to 'tru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dshift_cluster) { 
    %redshift_cluster { 
        # Scenario 2 
        EnhancedVpcRouting exists 
        # Scenario 3 and 4 
        EnhancedVpcRouting == true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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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EDSHIFT.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EnhancedVpcRouting: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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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EnhancedVpcRouting: false 

     

[CT.REDSHIFT.PR.6]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는 고유한 관리자 사용자 이름
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기본값에서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
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edshift::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EDSHIFT.PR.6규칙 사양 (p. 87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6규칙 사양 (p. 87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6예제 템플릿 (p. 877)

설명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는 기본 관리자 사용자 이름을 고유한 값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 
사용자 이름은 대중에게 알려지므로 구성 시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 사용자 이름을 변경하면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이외의MasterUsername 값으로 설정합니다awsuser.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기본값과 다른 관리자 사용자 이름으로awsuser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edshift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samplemasterusername", 
            "MasterUserPass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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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ClusterSecret}::password}}" 
            }, 
            "NodeType": "ds2.xlarge" 
        } 
    }
} 
                 

YAML 예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samplemaster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
${RedshiftClusterSecret}::password}}' 
    NodeType: ds2.xlarge 

                 

CT.REDSHIFT.PR.6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edshift_default_admin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dshift cluster has changed the administrator 
 username from its default value.
#  
# Reports on:
#   AWS::Redshift::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edshift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MasterUsername' has not been specifi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MasterUsername' has been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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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sterUsername' has been set to 'awsuser'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MasterUsername' has been specified
#       And: 'MasterUsername' has been set to a value not equal to 'awsuser'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DSHIFT_CLUSTER_TYPE = "AWS::Redshift::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redshift_clusters = Resources.*[ Type == %REDSHIFT_CLUSTER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edshift_default_admin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s not empty  { 
    check(%redshift_clusters.Properties) 
        << 
        [CT.REDSHIFT.PR.6]: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 unique 
 administrator username 
        [FIX]: Set 'MasterUsername' to a value other than 'awsuser'. 
        >>
}

rule redshift_default_admin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_TYPE) 
 { 
    check(%INPUT_DOCUMENT.%REDSHIFT_CLUSTER_TYPE.resourceProperties) 
        << 
        [CT.REDSHIFT.PR.6]: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 unique 
 administrator username 
        [FIX]: Set 'MasterUsername' to a value other than 'awsuser'.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redshift_cluster) { 
    %redshift_cluster { 
        # Scenario 2 
        MasterUsername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MasterUsername) 

        # Scenario 3 and 4 
        MasterUsername != "awsuser"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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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REDSHIFT.PR.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Master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wsuser"}'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exampl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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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Username: awsuser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CT.REDSHIFT.PR.7]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본값에서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강력한 인증 사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Redshift::Cluster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REDSHIFT.PR.7규칙 사양 (p. 87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7규칙 사양 (p. 87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REDSHIFT.PR.7예제 템플릿 (p. 881)

설명

Redshift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는 기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고유한 값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기본 이름은 대
중에게 알려지므로 구성 시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이름이 IAM 정책 조건에 포함된 경우 부주
의한 액세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기본값과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설정합니다DBNamedev.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예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기본값과 다른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dev 구성되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RedshiftCluster": {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Cluster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ClusterSecret}::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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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 
    }
} 
                 

YAML 예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DBName: sampledb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Cluster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
${RedshiftCluster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CT.REDSHIFT.PR.7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redshift_default_db_name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Redshift cluster has changed its database name 
 from the default value.
#  
# Reports on:
#   AWS::Redshift::Cluster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Redshift cluster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The 'DBName' property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Redshift cluster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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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DBName' property has been provided with a value of 'dev' or an empty 
 string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Redshift cluster resource
#       And: The 'DBName' property has been provided with a non-empty string that is not 
 equal to 'dev'
#      Then: PASS

#
# Constants
#
let RESOURCE_TYPE = "AWS::Redshift::Cluster"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INVALID_DB_NAME_STRING = "dev"

#
# Assignments
#
let redshift_clusters = Resources.*[ Type == %RESOURC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redshift_default_db_name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redshift_clusters not empty { 
    check_db_name(%redshift_clusters.Properties) 
        << 
        [CT.REDSHIFT.PR.7]: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 unique database 
 name 
        [FIX]: Set 'DBName' to a database name that is different from the default value of 
 'dev'. 
        >>
}

rule redshift_default_db_name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RESOURCE_TYPE) { 
    check_db_name(%INPUT_DOCUMENT.%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 
        [CT.REDSHIFT.PR.7]: Require an Amazon Redshift cluster to have a unique database 
 name 
        [FIX]: Set 'DBName' to a database name that is different from the default value of 
 'dev'.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_db_name(redshift_cluster) { 
    %redshift_cluster { 
        # Scenario 2 
        DBName exists 

        # Scenario 3 and 4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DBName) 
        DBName != %INVALID_DB_NAME_STRING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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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CT.REDSHIFT.PR.7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DBName: exampledb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Redshift cluster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examplemasterusernam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Redshift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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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ClusterType: "single-node"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RedshiftSecret}::password}}' 
      NodeType: dc2.large 
      PubliclyAccessible: false 
      DBName: dev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제어
주제

• [CT.S3.PR.1] Amazon S3 버킷에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p. 882)
• [CT.S3.PR.2] Amazon S3 버킷에 서버 액세스 로깅을 구성해야 합니다. (p. 886)
• [CT.S3.PR.3] Amazon S3 버킷에 버전 관리와 수명 주기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p. 890)
• [CT.S3.PR.4]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 알림을 구성해야 합니다. (p. 894)
• [CT.S3.PR.5] Amazon S3 버킷이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사용하여 사용자 액세스를 관리하지 않도

록 요구 (p. 898)
• [CT.S3.PR.6] Amazon S3 버킷에 수명 주기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p. 901)
• [CT.S3.PR.7] Amazon S3 버킷에 서버 측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p. 905)
• [CT.S3.PR.8] Amazon S3 버킷 요청에 보안 소켓 계층을 사용하도록 요구 (p. 910)

[CT.S3.PR.1] Amazon S3 버킷에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에 버킷 수준의 BPA (퍼블릭 액세스) 구성
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3::Bucke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3.PR.1규칙 사양 (p. 88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1규
칙 사양 (p. 88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1예제 
템플릿 (p. 885)

설명

Amazon S3 버킷 수준에서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면 객체가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제
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ACL(액세스 제어 목록), 버킷 정책 또는 둘 다를 통해 버킷 및 객체에 퍼블릭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S3 버킷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버킷 수준의 Amazon S3 퍼블릭 액세스 
차단 기능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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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고려 사항

• 이 컨트롤은 퍼블릭 액세스 구성이 필요한 Amazon S3 버킷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파라미터BlockPublicAclsBlockPublicPolicy,IgnorePublicAcls, 는 버킷 수준에서 true
로RestrictPublicBuckets 설정해야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3 S버킷 버킷 - 예제

객체가 퍼블릭 액세스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버킷 수준의 퍼블릭 액세스 차단 구성이 포함된 Amazon S3 
버킷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Block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IgnorePublicAcls":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 
        } 
    }
} 
                 

YAML 예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Block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IgnorePublicAcls: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CT.S3.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s3_bucket_level_public_access_prohibited_check
#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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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 whether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buckets have a bucket-level 
 Block Public Access (BPA)
#   configuration.
#  
# Reports on:
#   AWS::S3::Bucke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S3 bucke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       And: 'BlockPublicAcls' or 'BlockPublicPolicy' or 'IgnorePublicAcls' or 
 'RestrictPublicBuckets'
#            have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       And: Any of 'BlockPublicAcls' or 'BlockPublicPolicy' or 'IgnorePublicAcls' or 
 'RestrictPublicBuckets'
#            have been set to a value other than bool(true) (e.g. bool(false), str(false), 
 other)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       And: 'BlockPublicAcls' or 'BlockPublicPolicy' or 'IgnorePublicAcls' or 
 'RestrictPublicBuckets'
#            have all been set to bool(tr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3_BUCKET_TYPE = "AWS::S3::Bucke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s3_buckets = Resources.*[ Type == %S3_BUCKE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3_bucket_level_public_access_prohibi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3_buckets not empty { 
    check(%s3_buckets.Properties) 

884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CT.S3.PR.1]: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block public access settings 
 configured 
        [FIX]: The parameters 'BlockPublicAcls', 'BlockPublicPolicy', 
 'IgnorePublicAcls', 'RestrictPublicBuckets' must be set to true under the bucket-level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

rule s3_bucket_level_public_access_prohibi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3_BUCKET_TYPE) { 
    check(%INPUT_DOCUMENT.%S3_BUCKET_TYPE.resourceProperties) 
        << 
        [CT.S3.PR.1]: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block public access settings 
 configured 
        [FIX]: The parameters 'BlockPublicAcls', 'BlockPublicPolicy', 
 'IgnorePublicAcls', 'RestrictPublicBuckets' must be set to true under the bucket-level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3_bucket) { 
    %s3_bucket { 
        # Scenario 2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exists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is_struct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 
            # Scenario 3 
            BlockPublicAcls exists 
            BlockPublicPolicy exists 
            IgnorePublicAcls exists 
            RestrictPublicBuckets exists 

            # Scenarios 4 and 5 
            BlockPublicAcls == true 
            BlockPublicPolicy == true 
            IgnorePublicAcls == true 
            RestrictPublicBuckets == true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S3.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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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Block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IgnorePublicAcls: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BlockPublicAcls: false 
        BlockPublicPolicy: false 
        IgnorePublicAcls: false 
        RestrictPublicBuckets: false 

     

[CT.S3.PR.2] Amazon S3 버킷에 서버 액세스 로깅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3 버킷에 서버 액세스 로깅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3::Bucke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3.PR.2규칙 사양 (p. 88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2규
칙 사양 (p. 88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2예제 
템플릿 (p. 889)

설명

서버 액세스 로깅은 버킷에 대해 이루어진 요청의 상세 레코드를 제공합니다. 서버 액세스 로그는 보안 및 액
세스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S3LoggingConfiguration 버킷에 a를 설정하고DestinationBucketName 선택적으로 S3 액세스 로그
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S3 버킷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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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3 S버킷 버킷 - 예제

서버 액세스 로깅 구성이 있는 Amazon S3 버킷.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LoggingConfiguration": { 
                "DestinationBucketName": { 
                    "Ref": "LoggingBucket" 
                } 
            } 
        } 
    }
} 
                 

YAML 예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LoggingConfiguration: 
      DestinationBucketName: !Ref 'LoggingBucket' 

                 

CT.S3.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s3_bucket_logging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server access logging is enabled for Amazon S3 buckets.
#  
# Reports on:
#   AWS::S3::Bucke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S3 bucke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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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LoggingConfiguration'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Logging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       And: 'LoggingConfiguration.DestinationbucketName' has been provided with an empty 
 string or non-valid local
#            referenc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Logging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      Then: PASS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Logging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       And: 'LoggingConfiguration.DestinationBucketName' has been provided with a non-
empty string or valid local
#            referen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3_BUCKET_TYPE = "AWS::S3::Bucke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s3_buckets = Resources.*[ Type == %S3_BUCKE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3_bucket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3_buckets not empty { 
    check(%s3_buckets.Properties) 
        << 
        [CT.S3.PR.2]: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server access logging configured 
        [FIX]: Set a 'LoggingConfiguration' on the S3 Bucket and optionally set 
 'DestinationBucketName' to an S3 bucket configured to receive S3 Access Logs. 
        >>
}

rule s3_bucket_logging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3_BUCKET_TYPE) { 
    check(%INPUT_DOCUMENT.%S3_BUCKET_TYPE.resourceProperties) 
        << 
        [CT.S3.PR.2]: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server access logging configured 
        [FIX]: Set a 'LoggingConfiguration' on the S3 bucket and optionally set 
 'DestinationBucketName' to an S3 bucket configured to receive S3 Access Log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3_bucket) { 
    %s3_bucket { 
        # Scenario 2 and 4 
        LoggingConfiguration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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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gingConfiguration is_struct 

        LoggingConfiguration { 
            when DestinationBucketName exists { 
                # Scenario 3, 4 and 5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DestinationBucketName)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DestinationBucketName, 
 %S3_BUCKET_TYPE) 
            } 
        } 
    }
}

#
# Utility Rule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S3.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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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LoggingConfiguration: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CT.S3.PR.3] Amazon S3 버킷에 버전 관리와 수명 주기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전 지원 버킷에 수명 주기 정책이 구성되어 있
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비용 최적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3::Bucke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3.PR.3규칙 사양 (p. 89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3규
칙 사양 (p. 89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3예제 
템플릿 (p. 893)

설명

Amazon S3 버킷에 수명 주기 규칙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객체의 수명 동안 Amazon S3
에서 수행하려는 작업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 버전 관리가 활성화된 Amazon S3 버킷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하나 이상의 활성 수명 주기 규칙을 사용하여 버전 관리가 가능한 버킷을 구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3 S버킷 - 예제 예제 1 버킷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고 수명 주기 규칙이 활성화된 Amazon S3 버킷.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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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nabled" 
            }, 
            "LifecycleConfiguration": { 
                "Rules": [ 
                    {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1, 
                        "Id": "FirstRule" 
                    } 
                ] 
            } 
        } 
    }
} 
                 

YAML 예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1 
          Id: FirstRule 

                 

CT.S3.PR.3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s3_version_lifecycle_policy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version-enabled buckets have 
 lifecycle policy configured.
#  
# Reports on:
#   AWS::S3::Bucke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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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S3 bucke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The S3 bucket does not have versioning enabled (VersioningConfiguration is 
 missing or
#            VersioningConfiguration.Status is set to Suspended)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The S3 bucket has versioning enabled (VersioningConfiguration.Status is set to 
 'Enabled')
#       And: 'LifecycleConfiguration' has been been provided and there are no 'Rules' with 
 'Status' set to 'Enabled'
#            present in the 'LifecycleConfiguration'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The S3 bucket has versioning enabled (VersioningConfiguration.Status is set to 
 'Enabled')
#       And: 'LifecycleConfiguration' has been been provided and there is at least one 
 'Rule' with 'Status' set to
#            'Enabled' in the 'LifecycleConfiguration'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3_BUCKET_TYPE = "AWS::S3::Bucke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s3_buckets = Resources.*[ Type == %S3_BUCKE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3_version_lifecycle_polic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3_buckets not empty { 
    check(%s3_buckets.Properties) 
        << 
        [CT.S3.PR.3]: Require an Amazon S3 buckets to have versioning configured and a 
 lifecycle policy 
        [FIX]: Configure versioning-enabled buckets with at least one active lifecycle 
 rule. 
        >>
}

rule s3_version_lifecycle_polic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3_BUCKET_TYPE) { 
    check(%INPUT_DOCUMENT.%S3_BUCKET_TYPE.resourceProperties) 
        << 
        [CT.S3.PR.3]: Require an Amazon S3 buckets to have versioning configured and a 
 lifecycle policy 
        [FIX]: Configure versioning-enabled buckets with at least one active lifecycle 
 ru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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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3_bucket) { 
    %s3_bucket [ 
        filter_s3_buckets_with_versioning_enabled(this) 
    ] { 
        # Scenario 2 
        LifecycleConfiguration exists 
        LifecycleConfiguration is_struct 

        LifecycleConfiguration { 
            # Scenario 3 and 4 
            Rules exists 
            Rules is_list 
            Rules not empty 

            some Rules[*] { 
                Status exists 
                Status == "Enabled" 
            } 
        } 
    }
}

rule filter_s3_buckets_with_versioning_enabled(s3_bucket) { 
    %s3_bucket { 
        VersioningConfiguration exists 
        VersioningConfiguration is_struct 

        VersioningConfiguration { 
            Status exists 
            Status == "Enabled"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S3.PR.3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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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1 
          Id: FirstRul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VersioningConfiguration: 
        Status: Enabled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Status: Disabled 
          ExpirationInDays: 1 
          Id: FirstRule 

     

[CT.S3.PR.4]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 알림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3 버킷에서 Amazon S3 이벤트 알림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로깅 및 모니터링 설정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3::Bucke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3.PR.4규칙 사양 (p. 896)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4규
칙 사양 (p. 896)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4예제 
템플릿 (p. 898)

설명

이벤트 알림을 활성화하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Amazon S3 버킷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객체 생성, 객체 제거 및 객체 복원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은 무단 데이터 액세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발적 또는 의도적 수정에 대해 관련 팀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EventBridgeConfigurationLambdaConfigurations,QueueConfigurations 또는 중 하나를 사용
하여 버킷에NotificationConfiguration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TopicConfigurations.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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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 S버킷 - 예제 예제 1 버킷

아마존 EventBridge 알림이 구성된 Amazon S3 버킷.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NotificationConfiguration": { 
                "EventBridgeConfiguration": { 
                    "EventBridgeEnabled": true 
                } 
            } 
        } 
    }
} 
                 

YAML 예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NotificationConfiguration: 
      EventBridgeConfiguration: 
        EventBridgeEnabled: tru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3 S버킷 - 예제 2 버킷 - 예제 두 번째

SNS 주제 알림이 구성된 Amazon S3 버킷.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NotificationConfiguration": { 
                "TopicConfigurations": [ 
                    { 
                        "Topic": { 
                            "Ref": "SnsTopic" 
                        }, 
                        "Event": "s3:ReducedRedundancyLostObject" 
                    } 
                ]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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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NotificationConfiguration: 
      TopicConfigurations: 
        - Topic: !Ref 'SnsTopic' 
          Event: s3:ReducedRedundancyLostObject 

                 

CT.S3.PR.4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s3_event_notifications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S3 event notifications are enabled on an S3 bucket.
#  
# Reports on:
#   AWS::S3::Bucke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S3 bucke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NotificationConfiguration'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Notification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       And:  At least one of 'EventBridgeConfiguration.EventBridgeEnabled', 
 'LambdaConfigurations',
#             'QueueConfigurations', or 'TopicConfigurations' have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as empty lists.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Notification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       And: 'EventBridgeConfiguration.EventBridgeEnabled' is set to bool(true) or 
 'LambdaConfigurations',
#            'QueueConfigurations', or 'TopicConfigurations' have been provided with at 
 least one configuration
#      Then: PASS

#
#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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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S3_BUCKET_TYPE = "AWS::S3::Bucke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s3_buckets = Resources.*[ Type == %S3_BUCKE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3_event_notifications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3_buckets not empty { 
    check(%s3_buckets.Properties) 
        << 
        [CT.S3.PR.4]: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event notifications configured 
        [FIX]: Set a 'NotificationConfiguration' parameter on your bucket with one 
 of 'EventBridgeConfiguration', 'LambdaConfigurations', 'QueueConfigurations' or 
 'TopicConfigurations.' 
        >>
}

rule s3_event_notifications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3_BUCKET_TYPE) { 
    check(%INPUT_DOCUMENT.%S3_BUCKET_TYPE.resourceProperties) 
        << 
        [CT.S3.PR.4]: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event notifications configured 
        [FIX]: Set a 'NotificationConfiguration' parameter on your bucket with one 
 of 'EventBridgeConfiguration', 'LambdaConfigurations', 'QueueConfigurations' or 
 'TopicConfiguration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3_bucket) { 
    %s3_bucket { 
       # Scenario 2 
       NotificationConfiguration exists 
       NotificationConfiguration is_struct 
       NotificationConfiguration { 
            # Scenario 3 and 4 
            EventBridgeConfiguration exists or 
            LambdaConfigurations exists or 
            QueueConfigurations exists or 
            TopicConfigurations exists 

            check_event_bridge_notifications(EventBridgeConfiguration) or 
            check_other_notifications(LambdaConfigurations) or 
            check_other_notifications(QueueConfigurations) or 
            check_other_notifications(TopicConfigurations) 
       } 
    }
}

rule check_event_bridge_notifications(configuration) { 
    %configuration { 
        this is_struct 
        EventBridgeEnabled exists 
        EventBridgeEnabled == true 
    }
}

rule check_other_notifications(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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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ation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S3.PR.4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NotificationConfiguration: 
        EventBridgeConfiguration: 
          EventBridgeEnabled: tru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NotificationConfiguration: {} 

     

[CT.S3.PR.5] Amazon S3 버킷이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사용하여 사용자 액세
스를 관리하지 않도록 요구
이 제어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이 액세스 제어 목록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허
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최소 권한 적용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3::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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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3.PR.5규칙 사양 (p. 899)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5규
칙 사양 (p. 899)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5예제 
템플릿 (p. 901)

설명

ACL은 IAM보다 앞선 레거시 액세스 제어 메커니즘입니다. ACL 대신 IAM 정책 또는 Amazon S3 버킷 정책
을 사용하여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더 쉽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대신 버킷 리소스 정책과 IAM 자격 증명 정책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3 S버킷 버킷 - 예제

AccessControl속성을 생략하여 액세스 제어 목록을 통한 사용자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 Amazon S3 버킷
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
} 
                 

YAML 예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CT.S3.PR.5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s3_bucket_acl_prohibited_check
#  
# Description:
#   Checks whether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buckets allow user permissions 
 through access control l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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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rts on:
#   AWS::S3::Bucke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S3 bucke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AccessControl' has been provided on the S3 bucket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AccessControl' has not been provided on the S3 bucket resourc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3_BUCKET_TYPE = "AWS::S3::Bucke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s3_buckets = Resources.*[ Type == %S3_BUCKE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3_bucket_acl_prohibi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3_buckets not empty { 
    check(%s3_buckets.Properties) 
        << 
        [CT.S3.PR.5]: Require that an Amazon S3 bucket does not manage user access with an 
 access control list (ACL) 
        [FIX]: Manage access to Amazon S3 buckets with bucket resource policies and IAM 
 identity policies instead. 
        >>
}

rule s3_bucket_acl_prohibi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3_BUCKET_TYPE) { 
    check(this.%S3_BUCKET_TYPE.resourceProperties) 
        << 
        [CT.S3.PR.5]: Require that an Amazon S3 bucket does not manage user access with an 
 access control list (ACL) 
        [FIX]: Manage access to Amazon S3 buckets with bucket resource policies and IAM 
 identity policies instead.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3_bucket) { 
    %s3_bucket { 
       # Scenario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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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Control not exists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S3.PR.5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AccessControl: Private 

     

[CT.S3.PR.6] Amazon S3 버킷에 수명 주기 정책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3 버킷에 수명 주기 규칙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비용 최적화, 가용성 향상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3::Bucke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3.PR.6규칙 사양 (p. 902)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6규
칙 사양 (p.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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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6예제 
템플릿 (p. 904)

설명

Amazon S3 버킷에서 수명 주기 규칙을 구성하면 객체의 수명 동안 S3가 수행할 작업이 정의됩니다. 예를 들
어 객체를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로 이동하거나, 지정된 기간 후에 객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규칙을 로LifecycleConfiguration.RulesStatus 설정하여 에서 하나 이상의 활성 수명 주기 규칙
을Enabled 구성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3 S버킷 버킷 - 예제

활성 수명 주기 규칙으로 구성된 Amazon S3 버킷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LifecycleConfiguration": { 
                "Rules": [ 
                    {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1, 
                        "Id": "FirstRule" 
                    } 
                ] 
            } 
        } 
    }
} 
                 

YAML 예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1 
          Id: FirstRule 

                 

CT.S3.PR.6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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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 Identifier:
#   s3_lifecycle_polic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 lifecycle rule is configured for Amazon S3 buckets.
#  
# Reports on:
#   AWS::S3::Bucke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S3 bucke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3 bucket resource
#       And: 'LifecycleConfiguration.Rules' has not been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where 'Rules' is an
#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3 bucket resource
#       And: The S3 bucket has versioning enabled (VersioningConfiguration.Status is set to 
 'Enabled')
#       And: 'LifecycleConfiguration.Rules' has been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There are no 'Rules' with 'Status' set to 'Enabled' present in the 
 'LifecycleConfiguration'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3 bucket resource
#       And: The S3 bucket has versioning enabled (VersioningConfiguration.Status is set to 
 'Enabled')
#       And: 'LifecycleConfiguration.Rules' has been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And: There is at least one entry in 'LifecycleConfiguration.Rules' with 'Status' 
 set to 'Enabled'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3_BUCKET_TYPE = "AWS::S3::Bucket"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s3_buckets = Resources.*[ Type == %S3_BUCKE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3_lifecycle_polic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3_buckets not emp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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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s3_buckets.Properties) 
        << 
        [CT.S3.PR.6]: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lifecycle policies configured 
        [FIX]: Configure at least one active lifecycle rule in 
 'LifecycleConfiguration.Rules' by setting 'Status' on a rule to 'Enabled'. 
        >>
}

rule s3_lifecycle_polic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3_BUCKET_TYPE) { 
    check(%INPUT_DOCUMENT.%S3_BUCKET_TYPE.resourceProperties) 
        << 
        [CT.S3.PR.6]: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lifecycle policies configured 
        [FIX]: Configure at least one active lifecycle rule in 
 'LifecycleConfiguration.Rules' by setting 'Status' on a rule to 'Enabled'.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3_bucket) { 
    %s3_bucket { 
        # Scenario 2 
        LifecycleConfiguration exists 
        LifecycleConfiguration is_struct 

        LifecycleConfiguration { 
            # Scenario 3 and 4 
            Rules exists 
            Rules is_list 
            Rules not empty 

            some Rules[*] { 
                Status exists 
                Status == "Enabled"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S3.PR.6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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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Status: Enabled 
          ExpirationInDays: 1 
          Id: FirstRul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LifecycleConfiguration: 
        Rules: 
        - Status: Disabled 
          ExpirationInDays: 1 
          Id: FirstRule 

     

[CT.S3.PR.7] Amazon S3 버킷에 서버 측 암호화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3 버킷에 기본 서버 측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3::Bucket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3.PR.7규칙 사양 (p. 90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7규
칙 사양 (p. 90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7예제 
템플릿 (p. 909)

설명

Amazon S3 버킷의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 계층을 강화하려면 서버 측 암호화로 버킷을 구성하여 저장
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합니다. Amazon S3는 각 객체를 고유한 키로 암호화합니다. 또한 추가 보안 조치로 
Amazon S3는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루트 키를 사용하여 키 자체를 암호화합니다. Amazon S3 서버 측 암호
화는 가장 강력한 블록 암호 중 하나인 256비트 Advanced Encryption Standard(AES-256)를 사용하여 데이
터를 암호화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AES256또
는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ServerSideEncryptionByDefault.SSEAlgorithm
구성으로 암호화 규칙을 설정합니다aws:kms.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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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 S버킷 - 예제 예제 1 버킷

Amazon S3 관리형 키 (SSE-S3) 의 기본 서버 측 암호화로 구성된 Amazon S3 버킷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Encryption":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 
                            "SSEAlgorithm": "AES256" 
                        } 
                    } 
                ] 
            } 
        } 
    }
} 
                 

YAML 예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Encryption: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SSEAlgorithm: AES256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3 S버킷 - 예제 2 버킷 - 예제 두 번째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SSE-KMS) 기본 서버 측 암호화로 구성된 Amazon S3 버킷입
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 {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BucketEncryption":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 
                            "SSEAlgorithm": "aws:km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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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예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Encryption: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SSEAlgorithm: aws:kms 

                 

CT.S3.PR.7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s3_bucket_default_encryption_enabl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default server-side encryption is enabled on Amazon S3 
 buckets.
#  
# Reports on:
#   AWS::S3::Bucket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mazon S3 bucket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has not been provided or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as a 
 non empty list
#       And: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does not contain an 
 encryption rule with
#            a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configuration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907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as a 
 non empty list
#       And: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contains an encryption 
 rule with
#            a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configuration
#       And: For an encryption rule, 'SSEAlgorithm' in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is 
 not not provided or has been
#            provided and set to an invalid SSE Algorithm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mazon S3 bucket resource
#       And: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has been provided as a 
 non empty list
#       And: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contains an encryption 
 rule with
#            a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configuration
#       And: For all encryption rules, 'SSEAlgorithm' in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is 
 provided and set to a valid
#            SSE Algorithm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3_BUCKET_TYPE = "AWS::S3::Bucket"
let SUPPORTED_SSE_ALGORITHMS = [ "AES256", "aws:kms" ]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s3_buckets = Resources.*[ Type == %S3_BUCKET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3_bucket_default_encryp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3_buckets not empty { 
    check(%s3_buckets.Properties) 
        << 
        [CT.S3.PR.7]: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server-side encryption configured 
        [FIX]: Set an encryption rule in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with a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SSEAlgorithm' configuration of 'AES256' or 'aws:kms'. 
        >>
}

rule s3_bucket_default_encryption_enabl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3_BUCKET_TYPE) { 
    check(%INPUT_DOCUMENT.%S3_BUCKET_TYPE.resourceProperties) 
        << 
        [CT.S3.PR.7]: Require an Amazon S3 bucket to have server-side encryption configured 
        [FIX]: Set an encryption rule in 
 'BucketEncryption.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with a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SSEAlgorithm' configuration of 'AES256' or 'aws:kms'.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3_bucket) { 
    %s3_bucket { 
        # Scenar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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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etEncryption exists 
        BucketEncryption is_struct 

        BucketEncryption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exists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is_list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not empty 

            # Scenario 3, 4 and 5 
            some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exists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is_struct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 
                    SSEAlgorithm exists 
                    SSEAlgorithm in %SUPPORTED_SSE_ALGORITHMS 
                } 
            } 
        }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S3.PR.7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BucketEncryption: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ServerSideEncryptionByDefault: 
            SSEAlgorithm: AES256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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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3.PR.8] Amazon S3 버킷 요청에 보안 소켓 계층을 사용하도록 요구
이 컨트롤은 Amazon S3 버킷 정책에 대한 요청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전송 중인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3::BucketPolicy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3.PR.8규칙 사양 (p. 91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8규
칙 사양 (p. 91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3.PR.8예제 
템플릿 (p. 915)

설명

Amazon S3 버킷에는 조건 키에 표시된 대로 모든 요청 (Action: S3:*) 이 S3 리소스 정책에서만 HTTPS
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 있어야aws:SecureTransport 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보안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을 때 S3 버킷 및 버킷 객체에 대한 모든 보안 주체 및 작업에 대한 액세스
를 거부하는 Amazon S3 버킷 정책 설명을 구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3 버킷 정책 - 예제

Amazon S3 버킷 정책은 데이터 전송이 HTTPS를 통하지 않을 때 버킷 및 버킷 객체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거부하도록 구성됩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3BucketPolicy": {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 
            "Bucket": { 
                "Ref": "S3Bucket" 
            },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Deny", 
                        "Action": "s3:*", 
                        "Resource": [ 
                            { 
                                "Fn::GetAtt": [ 
                                    "S3Bucket", 
                                    "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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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Arn" 
                                            ] 
                                        }, 
                                        "/*" 
                                    ] 
                                ] 
                            } 
                        ], 
                        "Principal": "*", 
                        "Condition": { 
                            "Bool": { 
                                "aws:SecureTransport": "false" 
                            } 
                        } 
                    } 
                ] 
            } 
        } 
    }
} 
                 

YAML 예

S3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Deny 
          Action: s3:* 
          Resource: 
            - !GetAtt 'S3Bucket.Arn' 
            - !Join 
              - '' 
              - - !GetAtt 'S3Bucket.Arn' 
                - /* 
          Principal: '*' 
          Condition: 
            Bool: 
              aws:SecureTransport: 'false' 

                 

CT.S3.PR.8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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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_bucket_policy_ssl_requests_onl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mazon S3 bucket policies require requests to use Secure 
 Socket Layer (SSL).
#  
# Reports on:
#   AWS::S3::BucketPolicy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S3 bucket polici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3 bucket policy
#       And: 'Policydocument'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3 bucket policy
#       And: 'Policydocument' does not include a statement that denies Principal  ('*', 
 AWS: '*')
#            all Actions ('s3:*', '*') over resource ('*' or bucketArn, bucketObjectArn) 
 when the condition
#            "aws:SecureTransport" is "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3 bucket policy
#       And: 'Policydocument' includes a statement that denies Principal  ('*', AWS: '*')
#            all Actions ('s3:*', '*') over resource ('*' or bucketArn, bucketObjectArn) 
 when the condition
#            "aws:SecureTransport" is "fals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3_BUCKET_POLICY_TYPE = "AWS::S3::BucketPolicy"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S3_BUCKET_ARN_PATTERN = /^arn:aws[a-z0-9\-]*:s3:::[a-z0-9][a-z0-9\.-]*[a-z0-9]$/
let S3_BUCKET_OBJECT_ARN_PATTERN = /^arn:aws[a-z0-9\-]*:s3:::[a-z0-9][a-z0-9\.-]*[a-z0-9]\/
\*$/

#
# Assignments
#
let s3_bucket_policies = Resources.*[ Type == %S3_BUCKET_POLICY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3_bucket_policy_ssl_requests_onl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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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_bucket_policies not empty { 
    check(%s3_bucket_policies.Properties) 
        << 
        [CT.S3.PR.8]: Require that Amazon S3 buckets request to use Secure Socket Layer 
            [FIX]: Configure an Amazon S3 bucket policy statement that denies access to 
 all principals and actions for the S3 bucket and bucket objects when a secure transport 
 protocol is not in use. 
        >>
}

rule s3_bucket_policy_ssl_requests_onl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3_BUCKET_POLICY_TYPE) { 
    check(%INPUT_DOCUMENT.%S3_BUCKET_POLICY_TYPE.resourceProperties) 
        << 
        [CT.S3.PR.8]: Require that Amazon S3 buckets request to use Secure Socket Layer 
            [FIX]: Configure an Amazon S3 bucket policy statement that denies access to 
 all principals and actions for the S3 bucket and bucket objects when a secure transport 
 protocol is not in use.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3_bucket_policy) { 
    %s3_bucket_policy { 
        # Scenario 2 
        PolicyDocument exists 
        PolicyDocument is_struct 

        PolicyDocument { 
            Statement exists 
            Statement is_list or 
            Statement is_struct 

            #Scenario 3 and 4 
            some Statement[*] { 
                check_statement_ssl_requests_only(this) 
            } 
        } 
    }
}

rule check_statement_ssl_requests_only(statement) { 
    %statement{ 
        check_all_required_statement_properties(this) 

        Effect == "Deny" 
        Action[*] in ["s3:*", "*"] 

        Principal == "*" or 
        Principal { 
            AWS exists 
            AWS == "*" 
        } 

        Resource[*] == "*" or 
        check_resource_for_bucket_arns(Resource) or 
        check_resource_for_bucket_arn_refs(Resource) 

        Condition is_struct 
        Condition == { 
            "Bool": { 
                "aws:SecureTransport":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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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ule check_all_required_statement_properties(statement) { 
    %statement { 
        Effect exists 
        Action exists 
        Principal exists 
        Condition exists 
        Resource exists 
    }
}

rule check_resource_for_bucket_arns(resource) { 
    %resource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some this[*] == %S3_BUCKET_ARN_PATTERN 
        some this[*] == %S3_BUCKET_OBJECT_ARN_PATTERN 
    }
}

rule check_resource_for_bucket_arn_refs(resource) { 
    %resource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some this[*] { 
            check_local_bucket_arn_reference(%INPUT_DOCUMENT, this, "AWS::S3::Bucket") 
        } 
        some this[*] { 
            check_local_bucket_object_arn_reference(%INPUT_DOCUMENT, this, 
 "AWS::S3::Bucket") 
        } 
    }
}

rule check_local_bucket_arn_reference(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check_get_att_bucket_arn(this) 
        } 
    }
}

rule check_local_bucket_object_arn_reference(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Join'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this[1][0] { 
                'Fn::GetAtt' { 
                    check_get_att_bucket_arn(this) 
                } 
            } 
            this[1][1] == "/*" 
        } 
    }
}

rule check_get_att_bucket_arn(get_att){ 
    %get_att { 
        this is_list 
        this not emp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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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1] == "Arn"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S3.PR.8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Block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IgnorePublicAcls: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S3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Deny 
          Action: s3:*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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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n 
              - /* 
          Principal: '*' 
          Condition: 
            Bool: 
              aws:SecureTransport: 'fals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3Bucket: 
    Type: AWS::S3::Bucket 
    Properties: 
      PublicAccessBlockConfiguration: 
        BlockPublicAcls: true 
        BlockPublicPolicy: true 
        IgnorePublicAcls: true 
        RestrictPublicBuckets: true 
  S3BucketPolicy: 
    Type: AWS::S3::BucketPolicy 
    Properties: 
      Bucket: 
        Ref: S3Bucket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s3:* 
          Resource: 
          - Fn::GetAtt: 
            - S3Bucket 
            - Arn 
          - Fn::Join: 
            - '' 
            - - Fn::GetAtt: 
                - S3Bucket 
                - Arn 
              - /* 
          Principal: 
            AWS: 
            - Ref: AWS::AccountId 
          Condition: 
            Bool: 
              aws:SecureTransport: 'false' 

     

Amazon Simple Queue Service (Amazon SQS) 제어
주제

• [CT.SQS.PR.1] 모든 Amazon SQS 대기열에 데드 레터 대기열을 구성해야 합니다. (p. 916)
• [CT.SQS.PR.2] 모든 Amazon SQS 대기열에 저장 시 암호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p. 921)

[CT.SQS.PR.1] 모든 Amazon SQS 대기열에 데드 레터 대기열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QS 대기열이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복원력 향상

916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QS::Queu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QS.PR.1규칙 사양 (p. 91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QS.PR.1
규칙 사양 (p. 91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QS.PR.1예
제 템플릿 (p. 920)

설명

데드 레터 큐의 주요 작업은 소비되지 않은 메시지의 수명 주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데드 레터 큐를 사용하
면 성공할 수 없는 메시지를 따로 보관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t be processed correctly, so you 
can determine why their processing didn.

사용 고려 사항

• 이 제어는RedriveAllowPolicy 속성이 있는 데드 레터 대기열로 구성되지 않은 Amazon SQS 
대기열에만 적용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deadLetterTargetArn값이s set to the ARN of an Amazon SQS dead-letter queue. For 
Amazon SQS dead-letter queues, instead provide a redrive configuration in the
RedriveAllowPolicy '속성'인RedrivePolicy a를 생성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QS 대기열 예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처리 (소비) 할 수 없는 경우 메시지를 배달 못한 편지 대기열로 보내도록 구성된 
Amazon SQS 대기열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QSQueue": {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RedrivePolicy": { 
                "deadLetterTargetArn": { 
                    "Fn::GetAtt": [ 
                        "DLQQueue", 
                        "Arn" 
                    ] 
                }, 
                "maxReceiveCount": 3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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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S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RedrivePolicy: 
      deadLetterTargetArn: !GetAtt 'DLQQueue.Arn' 
      maxReceiveCount: 3 

                 

CT.SQS.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sqs_dlq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SQS queue is configured with a dead-letter queue.
#  
# Reports on:
#    AWS::SQS::Queu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SQS queu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RedriveAllowPolicy' has been provided on the SQS queue
#       And: 'RedriveAllowPolicy.redrivePermission' is set to 'allowAll' or 'byQueue'
#      Then: SKIP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RedriveAllowPolicy' has not been provided on the SQS queue or 
 'RedriveAllowPolicy.redrivePermission'
#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allowAll' or 'byQueue'
#       And: 'RedrivePolicy'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RedriveAllowPolicy' has not been provided on the SQS queue or 
 'RedriveAllowPolicy.redrivePermission'
#            has been provided and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allowAll' or 'byQueue'
#       And: 'RedrivePolicy' has been provided
#       And: 'RedrivePolicy.deadLetterTargetArn' has not been provided or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string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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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alid local reference to an SQS queue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RedriveAllowPolicy' has not been provided on the SQS queue or 
 'RedriveAllowPolicy.redrivePermission' has
#            been provided and is set to a value other than 'allowAll' or 'byQueue'
#       And: 'RedrivePolicy' has been provided
#       And: 'RedrivePolicy.deadLetterTargetArn'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or 
 valid local reference to
#             an SQS queue
#      Then: PASS

#
# Constants
#
let SQS_QUEUE_TYPE = "AWS::SQS::Queue"
let INPUT_DOCUMENT = this
let DLQ_REDRIVE_PERMISSION = ["allowAll", "byQueue"]

#
# Assignments
#
let sqs_queues = Resources.*[ Type == %SQS_QUEU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qs_dlq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qs_queues not empty { 
    check(%sqs_queues.Properties) 
        << 
        [CT.SQS.PR.1]: Require any Amazon SQS queue to have a dead-letter queue configured 
            [FIX]: Create a 'RedrivePolicy' with a 'deadLetterTargetArn' value that's set 
 to the ARN of an Amazon SQS dead-letter queue. For Amazon SQS dead-letter queues, instead 
 provide a redrive configuration in the 'RedriveAllowPolicy' property. 
        >>
}

rule sqs_dlq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QS_QUEUE_TYPE) { 
    check(%INPUT_DOCUMENT.%SQS_QUEUE_TYPE.resourceProperties) 
        << 
        [CT.SQS.PR.1]: Require any Amazon SQS queue to have a dead-letter queue configured 
            [FIX]: Create a 'RedrivePolicy' with a 'deadLetterTargetArn' value that's set 
 to the ARN of an Amazon SQS dead-letter queue. For Amazon SQS dead-letter queues, instead 
 provide a redrive configuration in the 'RedriveAllowPolicy'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qs_queues) { 
    %sqs_queues [ 
        # Scenario 2 
        RedriveAllowPolicy not exists or 
        filter_is_not_dlq(this) 
    ] { 
        # Scenario 3 
        RedrivePolicy exists 
        RedrivePolicy is_struct 

        # Scenario 4 
        Redrive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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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LetterTargetArn exists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deadLetterTargetArn)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deadLetterTargetArn, %SQS_QUEUE_TYPE) 
        } 
    }
}

rule filter_is_not_dlq(sqs_queue) { 
    RedriveAllowPolicy exists 
    RedriveAllowPolicy is_struct 

    RedriveAllowPolicy { 
        redrivePermission exists 
        redrivePermission not in %DLQ_REDRIVE_PERMISSION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SQS.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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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QS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RedrivePolicy: 
        deadLetterTargetArn: 
          Fn::GetAtt: [DLQQueue, Arn] 
        maxReceiveCount: 3 
  DLQ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RedriveAllowPolicy: 
        redrivePermission: allowAll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QS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CT.SQS.PR.2] 모든 Amazon SQS 대기열에 저장 시 암호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QS 대기열이 저장 시 암호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저장 데이터 암호화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SQS::Queu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SQS.PR.2규칙 사양 (p. 92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SQS.PR.2
규칙 사양 (p. 92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SQS.PR.2 예제 템플릿 (p. 925)

설명

서버 측 암호화 (SSE) 를 통해 암호화된 대기열에 민감한 데이터 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대기열에 있는 메시
지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SSE는 KMS 키를 사용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KmsMasterKeyId속성에서AWS KMS key 식별자를true 설정하거나 설정합니
다.SqsManagedSseEnabled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921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사전 예방적 제어

Amazon SQS 대기열 예제 1

Amazon SQS 대기열은 SQS 관리형 암호화 키 (SSE-SQS) 를 통해 서버 측 암호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저
장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QSQueue": {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SqsManagedSseEnabled": true 
        } 
    }
} 
                 

YAML 예

SQS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SqsManagedSseEnabled: true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SQS 대기열 예제 2

Amazon SQS 대기열은AWS KMS (SSE-KMS) 를 통해 서버 측 암호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SQSQueue": {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KmsMasterKeyId": { 
                "Ref": "KMSKey" 
            } 
        } 
    }
} 
                 

YAML 예

SQS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KmsMasterKeyId: !Ref 'KMS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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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QS.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sqs_queue_encrypted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mazon SQS queue is encrypted at rest.
#  
# Reports on:
#    AWS::SQS::Queu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SQS queu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KmsMasterKeyId' or 'SqsManagedSseEnabled' have not been provided on the SQS 
 queue resource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KmsMasterKeyId' has not been provided
#       And: 'SqsManagedSseEnabled' has been provided and set to bool(false)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KmsMasterKeyId'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string or invalid local 
 reference to a KMS key or alias
#      Then: FAIL
#   Scenario: 5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SqsManagedSseEnabled' is not provided or set to bool(false)
#       And: 'KmsMasterKeyId' is provided as a non-empty string or local reference to a KMS 
 key
#      Then: PASS
#   Scenario: 6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SQS queue resource
#       And: 'KmsMasterKeyId' is not provided
#       And: 'SqsManagedSseEnabled' is provided and set to bool(true)
#      Then: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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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stants
#
let SQS_QUEUE_TYPE = "AWS::SQS::Queu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sqs_queues = Resources.*[ Type == %SQS_QUEU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sqs_queue_encrypted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sqs_queues not empty { 
    check(%sqs_queues.Properties) 
        << 
        [CT.SQS.PR.2]: Require any Amazon SQS queue to have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IX]: Set 'SqsManagedSseEnabled' to 'true' or set an AWS KMS key identifier in the 
 'KmsMasterKeyId' property. 
        >>
}

rule sqs_queue_encrypted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SQS_QUEUE_TYPE) { 
    check(%INPUT_DOCUMENT.%SQS_QUEUE_TYPE.resourceProperties) 
        << 
        [CT.SQS.PR.2]: Require any Amazon SQS queue to have encryption at rest configured 
        [FIX]: Set 'SqsManagedSseEnabled' to 'true' or set an AWS KMS key identifier in the 
 'KmsMasterKeyId'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sqs_queue) { 
    %sqs_queue{ 
        check_sse_enabled(this) or 
        check_kms_valid(this) 
    }
}

rule check_sse_enabled(sqs_queue) { 
    # Scenario 2 
    SqsManagedSseEnabled exists 

    # Scenario 3, 6 
    KmsMasterKeyId not exists 
    SqsManagedSseEnabled == true
}

rule check_kms_valid(sqs_queue) { 
    # Scenario 2 
    KmsMasterKeyId exists 

    # Scenario 4, 5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KmsMasterKeyId)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KmsMasterKeyId, "AWS::KMS::Key") or 
    check_local_references(%INPUT_DOCUMENT, KmsMasterKeyId, "AWS::KMS::Alias") 

    # Scenario 5 
    SqsManagedSseEnabled not exists or 
    SqsManagedSseEnabled == fal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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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rule check_is_string_and_not_empty(value) { 
    %value { 
        this is_string 
        this != /\A\s*\z/ 
    }
}

rule check_local_references(doc, reference_properties, referenced_resource_type) { 
    %reference_properties { 
        "Fn::GetAtt" { 
            query_for_resource(%doc, this[0],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or Ref { 
            query_for_resource(%doc, this, %referenced_resource_type) 
                <<Local Stack reference was invalid>> 
        } 
    }
}

rule query_for_resource(doc, resource_key, referenced_resource_type) { 
    let referenced_resource = %doc.Resources[ keys == %resource_key ] 
    %referenced_resource not empty 
    %referenced_resource { 
        Type == %referenced_resource_type 
    }
} 

     

CT.SQS.PR.2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KMSKey: 
    Type: AWS::KMS::Key 
    Properties: 
      KeyPolicy: 
        Version: 2012-10-17 
        Id: key-default-1 
        Statement: 
        - Sid: Enable IAM User Permissions 
          Effect: Allow 
          Principal: 
            AWS: '*' 
          Action: 'kms:*' 
          Resource: '*' 
  SQSQu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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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SQS::Queue 
    Properties: 
      KmsMasterKeyId: 
        Ref: KMSKey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SQSQueue: 
    Type: AWS::SQS::Queue 
    Properties: {} 

     

AWS WAF지역 통제
주제

• [CT.WAF-REGIONAL.PR.1] 모든AWS WAF 지역 규칙에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p. 926)
• [CT.WAF-REGIONAL.PR.2] 모든AWS WAF 지역 웹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에 규칙 또는 규칙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p. 930)

[CT.WAF-REGIONAL.PR.1] 모든AWS WAF 지역 규칙에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WAF Classic Regional 규칙에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WAFRegional::Rul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WAF-REGIONAL.PR.1규칙 사양 (p. 92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
REGIONAL.PR.1규칙 사양 (p. 92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
REGIONAL.PR.1예제 템플릿 (p. 929)

설명

AWS WAF(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지역 규칙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칙 개수의 조건을 통
해allowblock, 또는 등의 정의된 동작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검사할 수count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으
면 교통은 검사없이 통과합니다. 조건 없이, 또는 를 나타내는 이름이나 태그가 있는AWS WAF 지역 규칙은 
이러한 작업 중 하나가 발생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allowblockcount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redicates속성 내에 하나 이상의AWS WAF 규칙 조건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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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WAF Classic Regional규칙 - 예제

AWS WAF Classic RegionalIP 일치 조건자로 구성된 규칙.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WafRegionalRule": {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 
            "Name": "SampleRule", 
            "MetricName": "SampleRuleMetric", 
            "Predicates": [ 
                { 
                    "DataId": { 
                        "Ref": "IPSet" 
                    }, 
                    "Negated": false, 
                    "Type": "IPMatch" 
                } 
            ] 
        } 
    }
} 
                 

YAML 예

WafRegional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SampleRule 
    MetricName: SampleRuleMetric 
    Predicates: 
      - DataId: !Ref 'IPSet' 
        Negated: false 
        Type: IPMatch 

                 

CT.WAF-REGIONAL.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waf_regional_rule_not_empt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 AWS WAF Classic Regional rule contains any conditions.
#  
# Reports on:
#   AWS::WAFRegional::Rul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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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WS WAF Classic Regional rul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Regional resource
#       And: 'Predicates'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Regional rule resource
#       And: 'Predicat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Regional rule resource
#       And: 'Predicate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WAF_REGIONAL_RULE_TYPE = "AWS::WAFRegional::Rul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waf_regional_rules = Resources.*[ Type == %WAF_REGIONAL_RUL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waf_regional_rule_not_empt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waf_regional_rules not empty { 
    check(%waf_regional_rules.Properties) 
        << 
        [CT.WAF-REGIONAL.PR.1]: Require any AWS WAF regional rule to have a condition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 rule conditions within the 'Predicates' 
 property. 
        >>
}

rule waf_regional_rule_not_empt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WAF_REGIONAL_RULE_TYPE) { 
    check(%INPUT_DOCUMENT.%WAF_REGIONAL_RULE_TYPE.resourceProperties) 
        << 
        [CT.WAF-REGIONAL.PR.1]: Require any AWS WAF regional rule to have a condition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 rule conditions within the 'Predicates'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waf_regional_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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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f_regional_rule { 
        # Scenario 2, 3 and 4 
        Predicates exists 
        Predicates is_list 
        Predicate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WAF-REGIONAL.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PSetDenylist: 
    Type: AWS::WAFRegional::IPSet 
    Properties: 
      Name: IPSet for deny listed IP addresses 
      IPSetDescriptors: 
      - Type: IPV4 
        Value: 192.0.2.44/32 
  WafRegional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ExampleRule 
      MetricName: ExampleRuleMetric 
      Predicates: 
      - DataId: 
          Ref: IPSetDenylist 
        Negated: false 
        Type: "IPMatch"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WafRegional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ExampleRule 
      MetricName: ExampleRule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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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WAF-REGIONAL.PR.2] 모든AWS WAF 지역 웹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에 규
칙 또는 규칙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WAF Classic Regional 웹 ACL에 WAF 규칙 또는 규칙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WAFRegional::WebACL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WAF-REGIONAL.PR.2규칙 사양 (p. 931)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
REGIONAL.PR.2규칙 사양 (p. 931)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
REGIONAL.PR.2예제 템플릿 (p. 933)

설명

AWS WAF지역 웹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에는 웹 요청을 검사하고 제어하는 규칙 및 규칙 그룹 모음이 포
함될 수 있습니다. 웹 ACL이 비어 있는 경우 기본 동작에 따라 WAF에서 탐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웹 
트래픽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Rules속성 내에 하나 이상의AWS WAF 규칙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WAF Classic Regional웹 ACL - 예제

AWS WAF Classic RegionalIP 세트 일치를 기반으로 요청을 차단하는 규칙으로 구성된 웹 ACL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WafRegionalWebAcl": {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 
            "Name": "SampleWebACL",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SampleWebACLMetric", 
            "Rules": [ 
                { 
                    "Action": { 
                        "Type": "BLOCK" 
                    }, 
                    "Priority": 1, 
                    "RuleId": { 
                        "Ref": "IPSetRu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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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AML 예

WafRegional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SampleWebACL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SampleWebACLMetric 
    Rules: 
      -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IPSetRule' 

                 

CT.WAF-REGIONAL.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waf_regional_webacl_not_empt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WS WAF Classic Regional web ACL contains any WAF rules 
 or rule groups.
#  
# Reports on:
#   AWS::WAFRegional::WebACL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WAF Classic Regional web ACL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Regional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Regional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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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Regional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WAF_REGIONAL_WEB_ACL_TYPE = "AWS::WAFRegional::WebACL"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waf_regional_web_acls = Resources.*[ Type == %WAF_REGIONAL_WEB_ACL_TYPE ]

#
# Primary Rules
#
rule waf_regional_webacl_not_empt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waf_regional_web_acls not empty { 
    check(%waf_regional_web_acls.Properties) 
        << 
        [CT.WAF-REGIONAL.PR.2]: Require any AWS WAF regional web access control list (ACL) 
 to have a rule or rule group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 rules within the 'Rules' property. 
        >>
}

rule waf_regional_webacl_not_empt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WAF_REGIONAL_WEB_ACL_TYPE) { 
    check(%INPUT_DOCUMENT.%WAF_REGIONAL_WEB_ACL_TYPE.resourceProperties) 
        << 
        [CT.WAF-REGIONAL.PR.2]: Require any AWS WAF regional web access control list (ACL) 
 to have a rule or rule group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 rules within the 'Rules'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waf_regional_web_acl) { 
    %waf_regional_web_acl { 
        # Scenario 2, 3 and 4 
        Rules exists 
        Rules is_list 
        Rule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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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WAF-REGIONAL.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PSetDenylist: 
    Type: "AWS::WAFRegional::IPSet" 
    Properties: 
      Name: "IPSet for deny listed IP addresses" 
      IPSetDescriptors: 
      - Type: "IPV4" 
        Value: "192.0.2.44/32" 
  IPSetRule: 
    Type: AWS::WAFRegional::Rule 
    Properties: 
      Name: ExampleIPSetRule 
      MetricName: ExampleIPSetRuleMetric 
      Predicates: 
      - DataId: 
          Ref: IPSetDenylist 
        Negated: false 
        Type: IPMatch 
  WafRegional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ExampleWebACL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Rules: 
      -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IPSetRul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WafRegionalWebAcl: 
    Type: AWS::WAFRegional::WebACL 
    Properties: 
      Name: ExampleWebACL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AWS WAF통제 수단
주제

• [CT.WAF.PR.1] 모든AWS WAF 글로벌 규칙에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p.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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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WAF.PR.2] 모든AWS WAF 글로벌 웹 ACL에 규칙 또는 규칙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p. 937)

[CT.WAF.PR.1] 모든AWS WAF 글로벌 규칙에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WAF Classic 글로벌 규칙에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WAF::Rule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WAF.PR.1규칙 사양 (p. 935)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PR.1
규칙 사양 (p. 935)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PR.1 예
제 템플릿 (p. 936)

설명

WAF 글로벌 규칙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칙의 조건을 통해 트래픽을 검사하고 정의된 작업 
(허용, 차단 또는 계산)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으면 교통은 검사없이 통과합니다. 조건이 없
지만 허용, 차단 또는 개수를 제안하는 이름이나 태그가 있는 WAF 글로벌 규칙은 이러한 작업 중 하나가 발
생하고 있다고 잘못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Predicates속성 내에 하나 이상의AWS WAF 규칙 조건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WAF Classic글로벌 규칙 - 예제

AWS WAF ClassicIP 일치 조건자로 구성된 글로벌 규칙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WAFRule": { 
        "Type": "AWS::WAF::Rule", 
        "Properties": { 
            "Name": "SampleWAFRule", 
            "MetricName": "SampleWAFRuleMetric", 
            "Predicates": [ 
                { 
                    "DataId": { 
                        "Ref": "IPSet" 
                    }, 
                    "Negated": false, 
                    "Type": "IPMatch"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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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L 예

WAF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SampleWAFRule 
    MetricName: SampleWAFRuleMetric 
    Predicates: 
      - DataId: !Ref 'IPSet' 
        Negated: false 
        Type: IPMatch 

                 

CT.WAF.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waf_global_rule_not_empt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WS WAF Classic global rule contains any conditions.
#  
# Reports on:
#   AWS::WAF::Rule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WAF Classic global rule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WAF Classic global rule resource
#       And: 'Predicates'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WAF Classic global rule resource
#       And: 'Predicat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 WAF Classic global rule resource
#       And: 'Predicate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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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WAF_GLOBAL_RULE_TYPE = "AWS::WAF::Rule"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waf_global_rules = Resources.*[ Type == %WAF_GLOBAL_RULE_TYPE ]

#
# Primary Rules
#
rule waf_global_rule_not_empt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waf_global_rules not empty { 
    check(%waf_global_rules.Properties) 
        << 
        [CT.WAF.PR.1]: Require any AWS WAF global rule to have a condition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 rule conditions within the 'Predicates' 
 property. 
        >>
}

rule waf_global_rule_not_empt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WAF_GLOBAL_RULE_TYPE) { 
    check(%INPUT_DOCUMENT.%WAF_GLOBAL_RULE_TYPE.resourceProperties) 
        << 
        [CT.WAF.PR.1]: Require any AWS WAF global rule to have a condition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 rule conditions within the 'Predicates'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waf_global_rule) { 
    %waf_global_rule { 
        # Scenario 2, 3 and 4 
        Predicates exists 
        Predicates is_list 
        Predicate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WAF.PR.1 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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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IPSetDenylist: 
    Type: AWS::WAF::IPSet 
    Properties: 
      Name: IPSet for deny listed IP addresses 
      IPSetDescriptors: 
      - Type: IPV4 
        Value: 192.0.2.44/32 
  WafGlobal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ExampleWAFRule 
      MetricName: ExampleWAFRuleMetric 
      Predicates: 
      - DataId: 
          Ref: IPSetDenylist 
        Negated: false 
        Type: "IPMatch"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WafGlobal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ExampleWAFRule 
      MetricName: ExampleWAFRuleMetric 

     

[CT.WAF.PR.2] 모든AWS WAF 글로벌 웹 ACL에 규칙 또는 규칙 그룹이 있어야 합
니다.

이 컨트롤은AWS WAF Classic 글로벌 웹 ACL에 WAF 규칙 또는 규칙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WAF::WebACL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WAF.PR.2규칙 사양 (p. 938)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PR.2
규칙 사양 (p. 938)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PR.2예
제 템플릿 (p. 940)

설명

WAF 글로벌 웹 ACL에는 웹 요청을 검사하고 제어하는 규칙 및 규칙 그룹 모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웹 
ACL이 비어 있는 경우 기본 동작에 따라 WAF에서 탐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웹 트래픽이 전달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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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Rules속성 내에 하나 이상의AWS WAF 규칙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WAF Classic글로벌 웹 ACL - 예제

AWS WAF ClassicIP 세트 일치를 기반으로 요청을 차단하는 규칙으로 구성된 글로벌 웹 ACL. 예제는 JSON
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WafGlobalWebAcl": {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 
            "Name": "SampleWebACL", 
            "DefaultAction": { 
                "Type": "ALLOW" 
            }, 
            "MetricName": "SampleWebACLMetric", 
            "Rules": [ 
                { 
                    "Action": { 
                        "Type": "BLOCK" 
                    }, 
                    "Priority": 1, 
                    "RuleId": { 
                        "Ref": "IPSetRule" 
                    } 
                } 
            ] 
        } 
    }
} 
                 

YAML 예

WafGlobalWebAcl: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Name: SampleWebACL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SampleWebACLMetric 
    Rules: 
      -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IPSetRule' 

                 

CT.WAF.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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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le Identifier:
#   waf_global_webacl_not_empt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WS WAF Classic global web ACL contains any WAF rules or 
 rule groups.
#  
# Reports on:
#   AWS::WAF::WebACL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WS WAF Classic global web ACL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global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global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 Classic global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WAF_GLOBAL_WEB_ACL_TYPE = "AWS::WAF::WebACL"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waf_global_web_acls = Resources.*[ Type == %WAF_GLOBAL_WEB_ACL_TYPE ]

#
# Primary Rules
#
rule waf_global_webacl_not_empt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waf_global_web_acls not empty { 
    check(%waf_global_web_acls.Properties) 
        << 
        [CT.WAF.PR.2]: Require any AWS WAF global web ACL to have a rule or rule group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 rules within the 'Rules' proper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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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waf_global_webacl_not_empt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WAF_GLOBAL_WEB_ACL_TYPE) { 
    check(%INPUT_DOCUMENT.%WAF_GLOBAL_WEB_ACL_TYPE.resourceProperties) 
        << 
        [CT.WAF.PR.2]: Require any AWS WAF global web ACL to have a rule or rule group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 rules within the 'Rules'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waf_global_web_acl) { 
    %waf_global_web_acl { 
        # Scenario 2, 3 and 4 
        Rules exists 
        Rules is_list 
        Rule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WAF.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IPSetDenylist: 
    Type: "AWS::WAF::IPSet" 
    Properties: 
      Name: "IPSet for deny listed IP addresses" 
      IPSetDescriptors: 
      - Type: "IPV4" 
        Value: "192.0.2.44/32" 
  IPSetRule: 
    Type: AWS::WAF::Rule 
    Properties: 
      Name: ExampleIPSetRule 
      MetricName: ExampleIPSetRuleMetric 
      Predicates: 
      - DataId: 
          Ref: IPSetDenylist 
        Negated: false 
        Type: IPMatch 
  WafGlobalWebAcl: 
    Type: AWS::WAF::Web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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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Name: ExampleWebACL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Rules: 
      - Action: 
          Type: BLOCK 
        Priority: 1 
        RuleId: 
          Ref: IPSetRul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WafGlobalWebAcl: 
    Type: AWS::WAF::WebACL 
    Properties: 
      Name: ExampleWebACL 
      DefaultAction: 
        Type: ALLOW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AWS WAFV2통제 수단
주제

• [CT.WAFV2.PR.1]AWS WAFV2 웹 ACL이 비어 있지 않아야 함 (p. 941)
• [CT.WAFV2.PR.2]AWS WAFV2 규칙 그룹이 비어 있지 않아야 함 (p. 946)

[CT.WAFV2.PR.1]AWS WAFV2 웹 ACL이 비어 있지 않아야 함
이 컨트롤은AWS WAFV2 웹 ACL에 WAF 규칙 또는 WAF 규칙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WAFv2::WebACL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WAFV2.PR.1규칙 사양 (p. 943)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WAFV2.PR.1규칙 사양 (p. 943)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V2.PR.1
예제 템플릿 (p. 945)

설명

WAFv2에 연결된 웹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은 규칙 및 규칙 그룹 모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웹 요
청을 검사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웹 ACL이 비어 있는 경우 웹 트래픽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WAF) 에서 탐지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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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Rules속성 내에 하나 이상의AWS WAFV2 규칙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WAFV2웹 ACL - 예제

AWS WAFV2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XSS) 일치 문을 기반으로 요청을 차단하는 규칙으로 구성된 웹 ACL. 예
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WAFv2WebACL": { 
        "Type": "AWS::WAFv2::WebACL", 
        "Properties": { 
            "Scope": "REGIONAL", 
            "Description": "Sample WebACL", 
            "DefaultAction": { 
                "Allow":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WebACLMetric" 
            }, 
            "Rules": [ 
                { 
                    "Name": "SampleXssRule", 
                    "Priority": 0, 
                    "Action": { 
                        "Block":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XssMatchMetric" 
                    }, 
                    "Statement": { 
                        "XssMatchStatement": { 
                            "FieldToMatch": { 
                                "AllQueryArguments": {} 
                            }, 
                            "TextTransformations": [ 
                                { 
                                    "Priority": 1, 
                                    "Type": "NONE" 
                                } 
                            ] 
                        } 
                    } 
                } 
            ] 
        } 
    }
} 
                 

YAML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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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Fv2WebACL: 
  Type: AWS::WAFv2::WebACL 
  Properties: 
    Scope: REGIONAL 
    Description: Sample WebACL 
    DefaultAction: 
      Allow: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WebACLMetric 
    Rules: 
      - Name: SampleXssRule 
        Priority: 0 
        Action: 
          Block: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XssMatchMetric 
        Statement: 
          XssMatchStatement: 
            FieldToMatch: 
              AllQueryArguments: {}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1 
                Type: NONE 

                 

CT.WAFV2.PR.1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   wafv2_webacl_not_empt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n AWS WAFV2 web ACL contains any WAF rules or WAF rule 
 groups.
#  
# Reports on:
#   AWS::WAFv2::WebACL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WAFv2 web ACL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WAFv2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not been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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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WAFv2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WAFv2 web ACL resource
#       And: 'Rule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WAFV2_WEB_ACL_TYPE = "AWS::WAFv2::WebACL"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wafv2_web_acls = Resources.*[ Type == %WAFV2_WEB_ACL_TYPE ]

#
# Primary Rules
#
rule wafv2_webacl_not_empt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wafv2_web_acls not empty { 
    check(%wafv2_web_acls.Properties) 
        << 
        [CT.WAFV2.PR.1]: Require an AWS WAFV2 web ACL to be non-empty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v2 rules within the 'Rules' property. 
        >>
}

rule wafv2_webacl_not_empt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WAFV2_WEB_ACL_TYPE) { 
    check(%INPUT_DOCUMENT.%WAFV2_WEB_ACL_TYPE.resourceProperties) 
        << 
        [CT.WAFV2.PR.1]: Require an AWS WAFV2 web ACL to be non-empty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v2 rules within the 'Rules'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wafv2_web_acl) { 
    %wafv2_web_acl { 
        # Scenario 2, 3 and 4 
        Rules exists 
        Rules is_list 
        Rule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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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WAFV2.PR.1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WAFv2WebACL: 
    Type: AWS::WAFv2::WebACL 
    Properties: 
      Scope: REGIONAL 
      Description: Example WebACL 
      DefaultAction: 
        Allow: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Rules: 
      - Name: ExampleXssRule 
        Priority: 0 
        Action: 
          Block: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ExampleXssMatchMetric 
        Statement: 
          XssMatchStatement: 
            FieldToMatch: 
              AllQueryArguments: {}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1 
              Type: NON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WAFv2WebACL: 
    Type: AWS::WAFv2::WebACL 
    Properties: 
      Scope: REGIONAL 
      Description: Example WebACL 
      DefaultAction: 
        Allow: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ExampleWebACL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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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WAFV2.PR.2]AWS WAFV2 규칙 그룹이 비어 있지 않아야 함

이 컨트롤은AWS WAFV2 규칙 그룹에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제어 목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
• 구현:AWS CloudFormation 가드 룰
• 제어 행동: 사전 대응
• 리소스 유형:AWS::WAFv2::RuleGroup
• AWS CloudFormation가드 규칙:CT.WAFV2.PR.2규칙 사양 (p. 947)

세부 정보 및 예제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FAIL 및 SKIP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
오.CT.WAFV2.PR.2규칙 사양 (p. 947)

• 이 컨트롤과 관련된 PASS 및 FAIL CloudFormation 템플릿의 예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CT.WAFV2.PR.2
예제 템플릿 (p. 949)

설명

AWS WAFV2규칙 그룹에는 여러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웹 요청을 검사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
능입니다. 빈AWS WAFV2 규칙 그룹이 웹 ACL과 연결되고 웹 ACL이 다른 규칙 또는 규칙 그룹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웹 트래픽은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WAF) 에 의해 탐지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달됩니다.

규칙 장애에 대한 해결

Rules속성 내에 하나 이상의AWS WAFV2 규칙을 제공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WS WAFV2규칙 그룹 - 예제

AWS WAFV2교차 사이트 스크립팅 (XSS) 일치 명령문을 기반으로 요청을 차단하는 규칙으로 구성된 규칙 
그룹입니다. 예제는 JSON과 YAML로 표시됩니다.

JSON 예

{ 
    "WAFv2RuleGroup": { 
        "Type": "AWS::WAFv2::RuleGroup", 
        "Properties": { 
            "Scope": "REGIONAL", 
            "Description": "Sample Rule Group",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RuleGroupMetric" 
            }, 
            "Capacity": 1000, 
            "Rules": [ 
                { 
                    "Name": "XssRule", 
                    "Priority": 0, 
                    "Action": { 
                        "Block": {} 
                    }, 
                    "VisibilityConfig": { 
                        "SampledRequestsEnabl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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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XssMatchMetric" 
                    }, 
                    "Statement": { 
                        "XssMatchStatement": { 
                            "FieldToMatch": { 
                                "AllQueryArguments": {} 
                            }, 
                            "TextTransformations": [ 
                                { 
                                    "Priority": 1, 
                                    "Type": "NONE" 
                                } 
                            ] 
                        } 
                    } 
                } 
            ] 
        } 
    }
} 
                 

YAML 예

WAFv2RuleGroup: 
  Type: AWS::WAFv2::RuleGroup 
  Properties: 
    Scope: REGIONAL 
    Description: Sample Rule Group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RuleGroupMetric 
    Capacity: 1000 
    Rules: 
      - Name: XssRule 
        Priority: 0 
        Action: 
          Block: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XssMatchMetric 
        Statement: 
          XssMatchStatement: 
            FieldToMatch: 
              AllQueryArguments: {}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1 
                Type: NONE 

                 

CT.WAFV2.PR.2규칙 사양

# ###################################
##       Rule Specification        ##
#####################################
#  
# Rule Iden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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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fv2_rulegroup_not_empty_check
#  
# Description:
#   This control checks whether AWS WAFV2 rule groups contain rules.
#  
# Reports on:
#   AWS::WAFv2::RuleGroup
#  
# Evaluates:
#   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 hook
#  
# Rule Parameters:
#   None
#  
# Scenarios:
#   Scenario: 1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does not contain any AWS WAFV2 rule group resources
#      Then: SKIP
#   Scenario: 2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V2 rule group resource
#       And: 'Rules' has not been provided
#      Then: FAIL
#   Scenario: 3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V2 rule group resource
#       And: 'Rules' has been provided as an empty list
#      Then: FAIL
#   Scenario: 4
#     Given: The input document is an AWS CloudFormation or AWS CloudFormation hook 
 document
#       And: The input document contains an AWS WAFV2 rule group resource
#       And: 'Rules' has been provided as a non-empty list
#      Then: PASS

#
# Constants
#
let WAFV2_RULE_GROUP_TYPE = "AWS::WAFv2::RuleGroup"
let INPUT_DOCUMENT = this

#
# Assignments
#
let wafv2_rule_groups = Resources.*[ Type == %WAFV2_RULE_GROUP_TYPE ]

#
# Primary Rules
#
rule wafv2_rulegroup_not_empty_check when is_cfn_template(%INPUT_DOCUMENT) 
                                          %wafv2_rule_groups not empty { 
    check(%wafv2_rule_groups.Properties) 
        << 
        [CT.WAFV2.PR.2]: Require an AWS WAFV2 rule group to be non-empty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V2 rules within the 'Rules' property. 
        >>
}

rule wafv2_rulegroup_not_empty_check when is_cfn_hook(%INPUT_DOCUMENT, 
 %WAFV2_RULE_GROUP_TYPE) { 
    check(%INPUT_DOCUMENT.%WAFV2_RULE_GROUP_TYPE.resource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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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WAFV2.PR.2]: Require an AWS WAFV2 rule group to be non-empty 
        [FIX]: Provide one or more AWS WAFV2 rules within the 'Rules' property. 
        >>
}

#
# Parameterized Rules
#
rule check(wafv2_rule_group) { 
    %wafv2_rule_group { 
        # Scenario 2, 3 and 4 
        Rules exists 
        Rules is_list 
        Rules not empty 
    }
}

#
# Utility Rules
#
rule is_cfn_template(doc) { 
    %doc { 
        AWSTemplateFormatVersion exists or 
        Resources exists 
    }
}

rule is_cfn_hook(doc, RESOURCE_TYPE) { 
    %doc.%RESOURCE_TYPE.resourceProperties exists
} 

     

CT.WAFV2.PR.2예제 템플릿

AWS Control Tower 사전 예방적 제어에 대한 합격 및 불합격 테스트 아티팩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PASS 예제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리소스 생성을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WAFv2RuleGroup: 
    Type: AWS::WAFv2::RuleGroup 
    Properties: 
      Scope: REGIONAL 
      Description: Example Rule Group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SampleRuleGroupMetrics 
      Capacity: 1000 
      Rules: 
      - Name: TestXssRule 
        Priority: 0 
        Action: 
          Block: {}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ExampleXssMatchMetric 
        Statement: 
          XssMatchStatement: 
            FieldToMatch: 
              AllQueryArgu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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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Transformations: 
            - Priority: 1 
              Type: NONE 

     

FAIL Example -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비준수 리소스 생성을 방지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sources: 
  WAFv2RuleGroup: 
    Type: AWS::WAFv2::RuleGroup 
    Properties: 
      Scope: REGIONAL 
      Description: Example Rule Group 
      VisibilityConfig: 
        SampledRequestsEnabled: true 
        CloudWatchMetricsEnabled: true 
        MetricName: ExampleRuleGroupMetric 
      Capacity: 1000 
      Rules: [] 

     

Security Hub 표준
AWS Control Tower는AWS Security Hub 허브와 통합되어AWS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탐지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통합은 서비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라고 하는 Security Hub 표준
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와의AWS Security Hub 통합은 미리 보기 단계에 있습니다. Security Hub가 소유
한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계정 및 OU의 규정 준수 상태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예방 차원에
서 계정과 OU를 수정하기 전에 Security Hub 조사 결과와 AWS Control Tower 비준수 리소스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Security Hub 설명서에서 서비스 관리 표준: AWS Control Tower 타워
의 제어 상태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미리 보기 중에 이러한 새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WS Control Tower를 설정하면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고 필수 제어를 구현하는
AWS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관리 표준: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기본 보안 모범 사례 (FSBP) 표준의 일부 제어를 지원합
니다. 이 표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용 가능한 제어를 보려면 서비스 관리 표준: AWS Control Tower를
참조하십시오. Security Hub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urity Hub 사용 설명서의 Security Hub의AWS 보
안 표준 및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Security Hub 서비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일
부인 컨트롤에 대한 드리프트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이 표준은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표준을 생성한 AWS Control Tower 고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첫 번째 Security Hub 제어를 활성화할 때 자동
으로 표준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제어를 활성화할 때 보안 허브를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AWS Control 
Tower는 Security Hub 허브도 활성화합니다.

이 표준을 생성한 후에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다른 AWS Control Tower 컨트롤과 함께 Security 
Hub 탐정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에 대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컨트롤은 없습니다. Security Hub 
컨트롤은 OU 수준에서만 활성화되며, 모든 AWS Control Tower OU (모든 OU에 대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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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별 계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Security Hub 컨트롤에 대한 규정 준수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제어 상태를 기반으로 Security Hub는 서비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보안 점수를 계산합
니다. 이 보안 점수 및 제어 결과는 Security Hub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te

서비스 관리형 표준: AWS Control Tower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제어를 활성화하면 Security Hub에
서 활성화된 다른 Security Hub 표준의 컨트롤과 동일한 기본AWS Config 서비스 연결 규칙을 사용
하는 컨트롤에 대한 결과를 생성하는 데 최대 18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세한 자세한 내
용은 Security Hub 사용자 가이드의AWS 보안 검사 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표준의 모든 제어를 비활성화하여 이 표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
면 AWS Control Tower의 모든 관리 계정 및 관리 지역에 대한 표준이 삭제됩니다. 표준을 삭제해도 계정의 
Security Hub는 비활성화되지 않습니다.

Note

Security Hub 서비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일부 Security Hub 컨트롤을 활성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AWS 리전 있는 특정 지역에서는 일부 Security Hub 컨트롤이 작
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지역은 필수 기본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Security Hub 컨트롤을 배포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관리하는 일부 리전에서는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배
포할 수 없는 Security Hub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urity Hub 컨트롤 참조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다음AWS 지역은 Security Hub 서비스 관리 표준의 일부인 제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

• 아시아 태평양 (홍콩) 리전, ap-east-1
• 아시아 태평양 (자카르타) 리전, ap-southeast-3
• 아시아 태평양 (오사카) 리전, ap-northeast-3
• 유럽 (밀라노) 리전, eu-south-1
•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리전, af-south-1
• 중동 (바레인) 리전, me-south-1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각 컨트롤의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던시 보호를 강화하는 제어
이러한 선택적 제어는 기업의 데이터 레지던시 태세를 보완합니다. 이러한 제어 기능을 함께 적용하면 다중 
계정 환경을 설정하여 선택한AWS 지역 또는 지역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데이터를 생성, 공유 또
는 복사하는 것을 감지하고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는 OU 수준에서 적용되며 OU 내의 모든 구성원 계정에 적용됩니다.

Important

AWS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와AWS Organizations 같은 특정 글로벌AWS 서비스
는 이러한 제어에서 제외됩니다. 예제 코드에 표시된 지역 거부 SCP를 검토하여 면제 대상 서비스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별자 뒤에 “*”가 붙은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 표기법을 입력하면 모든 작
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SCP에는 기본적으로 명시적으로 허용된 활동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
며 다른 모든 작업은 거부됩니다. 홈 지역에 대한 액세스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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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데이터 레지던시 제어 활성화
이 동영상 (5:58) 에서는 AWS Control Tower 컨트롤로 데이터 레지던시 제어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데이터 레지던시 제어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 안내

Note

업계 사용 및 기타AWS 서비스에 더 잘 맞도록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설명서, 
콘솔, 블로그 및 비디오에서 이전 용어인 가드레일과 새 용어인 컨트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
어는 당사의 목적과 동의어입니다.

주제
• 요청된AWS 리전에AWS 따라 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 (p. 952)
• 고객이 관리하는 Amazon VPC 인스턴스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 금지 (p. 954)
• Amazon 가상 사설망 (VPN) 연결 금지 (p. 955)
• Amazon EC2 CloudFront, Amazon 및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지역 간 네트워킹 허용 안 함

 (p. 956)
• 시작 구성을 통해 Amazon EC2 AutoScaling용 퍼블릭 IP 주소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p. 956)
• AWSDatabase Migration Service 복제 인스턴스가 퍼블릭인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57)
• 모든AWS 계정에서 Amazon EBS 스냅샷을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58)
•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퍼블릭 IPv4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59)
• 공개 액세스를 차단하는 Amazon S3 설정이 계정에 대해 true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p. 960)
• Amazon EKS 엔드포인트가 퍼블릭 액세스로부터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61)
•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이 Amazon VPC 있는지 확인 (p. 962)
• Amazon EMR 클러스터 마스터 노드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63)
• AWSLambda 리소스에 연결된 Lambda 함수 정책이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p. 964)
• Internet Gateway (IGW) 의 라우팅 테이블에 공용 경로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64)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의 퍼블릭 액세스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65)
•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가 직접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p. 966)
• Amazon VPC 서브넷에 퍼블릭 IP 주소가 할당되었는지 감지 (p. 967)
• 계정에서 소유한 AWS Systems Manager 문서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 (p. 967)

요청된AWS 리전에AWS 따라 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
이 제어를 일반적으로 지역 거부 제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어를 사용하면 지정된 리전 외부의 글로벌 및 리전 서비스에 대한 미등록 작업에 대한 액세스가 허
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없는 모든 리전과 랜딩 존 설정 페이지에서 거
버넌스를 위해 선택되지 않은 모든 리전이 포함됩니다. 관리 상태인 지역에서는 평소처럼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t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및AWS Organizations 같은 특정 글로벌AWS 서비스
는 데이터 레지던시 제어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 SCP 예제 코드에 지정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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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예방 지침이 포함된 선택적 제어입니다. 지역 거부 작업과 관련된 기본 컨트롤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거부 제어 구성 (p. 114)을 참조하세요.

이 컨트롤의 형식은 다음 SCP를 기반으로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REGIONDENY", 
            "Effect": "Deny", 
            "NotAction": [ 
                "a4b:*", 
                "access-analyzer:*", 
                "acm:*", 
                "account:*", 
                "activate:*", 
                "artifact:*", 
                "aws-marketplace-management:*", 
                "aws-marketplace:*", 
                "aws-portal:*", 
                "billingconductor:*", 
                "budgets:*", 
                "ce:*", 
                "chatbot:*", 
                "chime:*", 
                "cloudfront:*", 
                "compute-optimizer:*", 
                "config:*", 
                "cur:*", 
                "datapipeline:GetAccountLimits", 
                "devicefarm:*", 
                "directconnect:*", 
                "discovery-marketplace:*", 
                "ec2:DescribeRegions", 
                "ec2:DescribeTransitGateways", 
                "ec2:DescribeVpnGateways", 
                "ecr-public:*", 
                "fms:*", 
                "globalaccelerator:*", 
                "health:*", 
                "iam:*", 
                "importexport:*", 
                "kms:*", 
                "license-manager:ListReceivedLicenses", 
                "lightsail:Get*", 
                "mobileanalytics:*", 
                "networkmanager:*", 
                "organizations:*", 
                "pricing:*", 
                "resource-explorer-2:*", 
                "route53-recovery-cluster:*", 
                "route53-recovery-control-config:*", 
                "route53-recovery-readiness:*", 
                "route53:*", 
                "route53domains:*", 
                "s3:CreateMultiRegionAccessPoint", 
                "s3:DeleteMultiRegionAccessPoint", 
                "s3:DescribeMultiRegionAccessPointOperation", 
                "s3:GetAccountPublic", 
                "s3:GetAccountPublicAccessBlock", 
                "s3:GetBucketLocation", 
                "s3:GetBucketPolicyStatus", 
                "s3:GetBucketPublicAccessBlock", 
                "s3:GetMultiRegionAccess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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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GetMultiRegionAccessPointPolicy", 
                "s3:GetMultiRegionAccessPointPolicyStatus", 
                "s3:GetStorageLensConfiguration", 
                "s3:GetStorageLensDashboard", 
                "s3:ListAllMyBuckets", 
                "s3:ListMultiRegionAccessPoints", 
                "s3:ListStorageLensConfigurations", 
                "s3:PutAccountPublic", 
                "s3:PutAccountPublicAccessBlock", 
                "s3:PutMultiRegionAccessPointPolicy", 
                "savingsplans:*", 
                "shield:*", 
                "sso:*", 
                "sts:*", 
                "support:*", 
                "supportapp:*", 
                "supportplans:*", 
                "sustainability:*", 
                "tag:GetResources", 
                "trustedadvisor:*", 
                "vendor-insights:ListEntitledSecurityProfiles", 
                "waf-regional:*", 
                "waf:*", 
                "wafv2:*" 
            ], 
            "Resource": "*", 
            "Condition": { 
                "StringNotEquals": { 
                    "aws:RequestedRegion": [] 
                }, 
                "ArnNotLike": { 
                    "aws:PrincipalARN":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

AWS Control Tower는 이 예제 SCP 형식을 기반으로 관리되는 지역을aws:RequestedRegion 명세서에 
추가합니다. 홈 지역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SCP에 나열되지 않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관리하는 Amazon VPC 인스턴스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 금
지
이 제어는AWS 서비스가 아닌 고객이 관리하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VPC) 인스턴스에 대한 인터
넷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Important

VPC 인터넷 액세스 설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Account Factory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해당 
Account Factory 설정이 이 제어를 재정의합니다. 새로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를 
활성화하지 않으려면 Account Factory에서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안내: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구성 (p. 1034)을 참조하세요.

• 이 제어는AWS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VPC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존 VPC는 인터넷 액세스를 유지합니다. 새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다. 이 컨

트롤을 적용한 후에는 액세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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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DISALLOWVPCINTERNETACCESS", 
      "Effect": "Deny", 
      "Action": [ 
        "ec2:CreateInternetGateway", 
        "ec2:AttachInternetGateway", 
        "ec2:CreateEgressOnlyInternetGateway", 
        "ec2:AttachEgressOnlyInternetGateway", 
        "ec2:CreateDefaultVpc", 
        "ec2:CreateDefaultSubnet", 
        "ec2:CreateCarrierGateway" 
      ], 
      "Resource": [ 
        "*"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

Amazon 가상 사설망 (VPN) 연결 금지
이 컨트롤은 Amazon 가상 사설 클라우드 (VPC) 에 대한 가상 사설망 (VPN) 연결 (Site-to-Site VPN 및 Client 
VPN) 을 방지합니다.

Note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존 VPC는 인터넷 액세스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DISALLOWVPNCONNECTIONS", 
      "Effect": "Deny", 
      "Action": [ 
        "ec2:CreateVPNGateway", 
        "ec2:AttachVPNGateway", 
        "ec2:CreateCustomerGateway", 
        "ec2:CreateVpnConnection", 
        "ec2:ModifyVpnConnection", 
        "ec2:CreateClientVpnEndpoint", 
        "ec2:ModifyClientVpnEndpoint", 
        "ec2:AssociateClientVpnTargetNetwork", 
        "ec2:AuthorizeClientVpnIngress"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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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Amazon EC2 CloudFront, Amazon 및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에 대한 지역 간 네트워킹 허용 안 함
이 컨트롤을 사용하면 Amazon EC2 CloudFront, Amazon 및AWS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서비스에서 지역 간 
네트워킹 연결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VPC 피어링 및 트랜짓 게이트웨이 피어링을 방지합니다.

Note

이 제어는 Amazon EC2 VPC 피어링 및 Amazon EC2 전송 게이트웨이 피어링과 Amazon EC2 전
송 게이트웨이 피어링이 단일 지역 내에서는 물론 지역 간에도 방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제어
는 데이터 레지던시 상태뿐만 아니라 특정 워크로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DISALLOWCROSSREGIONNETWORKING", 
      "Effect": "Deny", 
      "Action": [ 
        "ec2:CreateVpcPeeringConnection", 
        "ec2:AcceptVpcPeeringConnection", 
        "ec2:Create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ec2:AcceptTransitGatewayPeeringAttachment", 
        "cloudfront:CreateDistribution", 
        "cloudfront:UpdateDistribution", 
        "globalaccelerator:Create*", 
        "globalaccelerator:Update*" 
      ], 
      "Resource": [ 
        "*" 
      ] 
    } 
  ]
}

시작 구성을 통해 Amazon EC2 AutoScaling용 퍼블릭 IP 주소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시작 구성을 통해 Amazon EC2 Auto Scaling 그룹에 퍼블릭 IP 주소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Autoscaling 그룹의 시작 구성에서AssociatePublicIpAddress 설정된 필드 값이 True로 설정된 경우 
규칙에 비준수 상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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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public IP addresses for Amazon EC2 
 Auto Scaling are enabled through launch configuration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AutoscalingLaunchConfigPublicIpDisabled: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mazon EC2 Auto Scaling groups have public IP 
 addresses enabled through launch configurations. This rule is NON_COMPLIANT if 
 the launch configuration for an Auto Scaling group has the value of the field 
 AssociatePublicIpAddress set as True.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AutoScaling::LaunchConfiguration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AUTOSCALING_LAUNCH_CONFIG_PUBLIC_IP_DISABLED

AWSDatabase Migration Service 복제 인스턴스가 퍼블릭인지 여
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복제 인스턴스가 공용인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PubliclyAccessible필드 값이 True로 설정된 경우 규칙에 비준수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replication instances for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are public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at which AWS Config will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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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DmsReplicationNotPublic: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 replication instances are 
 public.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the value of the PubliclyAccessible field is set as 
 True.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DMS_REPLICATION_NOT_PUBLIC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모든AWS 계정에서 Amazon EBS 스냅샷을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모든AWS 계정에 Amazon EBS 스냅샷을 복원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
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RestorableByUserIds필드가 All 값으로 설정된 스냅샷이 있는 경우 규칙은 비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Amazon EBS 스냅샷은 공개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Amazon EBS snapshots are 
 restorable by all AWS account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at which AWS Config will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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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EbsSnapshotPublicRestorableCheck: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ll AWS accounts have access to restore Amazon EBS 
 snapshots.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any snapshots have the RestorableByUserIds field 
 set to the value All. In that case, the Amazon EBS snapshots are public.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EBS_SNAPSHOT_PUBLIC_RESTORABLE_CHECK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퍼블릭 IPv4 주소가 있는지 여부
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관된 퍼블릭 IPv4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IPv4 주소에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Amazon EC2 인스턴스 구성 항목에 퍼블릭 IP 필드가 있는 경우 규칙은 비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any Amazon EC2 instance has an 
 associated public IPv4 addr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Ec2InstanceNoPublicIp: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n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instance 
 has an associated public IPv4 address.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the public IP field is 
 present in the Amazon EC2 instance configuration item.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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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Instance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EC2_INSTANCE_NO_PUBLIC_IP

공개 액세스를 차단하는 Amazon S3 설정이 계정에 대해 true로 설
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Amazon S3 설정이 버킷이나 액세스 포인트가 아닌 계정
에 대해 true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지합니다.

콘솔에서:

• 설정 중 하나 이상이 false인 경우 규칙에 비준수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check whether Amazon S3 settings to block public 
 access are set as true for the account.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PublicAccessBlockSetting: 
    Type: 'String' 
    Default: 'Tru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at which AWS Config will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CheckForS3PublicAccessBlock: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the Amazon S3 settings to block public access are set as true for 
 the account. The rule is non-compliant if at-least one of the settings is false. 
      Source: 
        Owner: AWS 

96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데이터 레지던시 제어

        SourceIdentifier: S3_ACCOUNT_LEVEL_PUBLIC_ACCESS_BLOCKS_PERIODIC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S3::AccountPublicAccessBlock 
      InputParameters: 
        IgnorePublicAcls: !Ref PublicAccessBlockSetting 
        BlockPublicPolicy: !Ref PublicAccessBlockSetting 
        BlockPublicAcls: !Ref PublicAccessBlockSetting 
        RestrictPublicBuckets: !Ref PublicAccessBlockSetting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Amazon EKS 엔드포인트가 퍼블릭 액세스로부터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lastic Kubernetes Service (Amazon EKS) 엔드포인트가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엔드포인트가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규칙에 비준수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an Amazon EKS endpoint is blocked 
 from public acc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at which AWS Config will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EKSEndpointNoPublic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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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n Amazon Elastic Kubernetes Service (Amazon EKS) 
 endpoint is publicly accessible.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the endpoint is publicly 
 accessible.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EKS_ENDPOINT_NO_PUBLIC_ACCESS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이 Amazon VPC 있는지 확인
이 컨트롤은 Amazon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이 Amazon VPC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OpenSearch서비스 도메인 엔드포인트가 퍼블릭인 경우 규칙은 비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an Amazon OpenSearch Service 
 domain is in Amazon VPC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at which AWS Config will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ElasticsearchInVpcOnly: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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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mazon OpenSearch Service domains are in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the OpenSearch Service domain 
 endpoint is public.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ELASTICSEARCH_IN_VPC_ONLY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Amazon EMR 클러스터 마스터 노드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MR 클러스터 마스터 노드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마스터 노드에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 경우 규칙은 비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 이 컨트롤은 RUNNING 또는 WAITING 상태인 클러스터를 검사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any Amazon EMR cluster master 
 nodes have public IP addresse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at which AWS Config will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EmrMasterNoPublicIp: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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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ny Amazon Elastic MapReduce (EMR) cluster master nodes 
 have public IP addresses.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a master node has a public IP. This 
 control checks clusters that are in RUNNING or WAITING state.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EMR_MASTER_NO_PUBLIC_IP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AWSLambda 리소스에 연결된 Lambda 함수 정책이 퍼블릭 액세
스를 차단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AWS Lambda 리소스에 연결된 Lambda 함수 정책이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는지 여부를 감지
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Lambda 함수 정책에서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규칙은 비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the AWS Lambda function policy 
 attached to the Lambda resource blocks public acc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LambdaFunctionPublicAccessProhibited: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the AWS Lambda function policy attached to the Lambda 
 resource prohibits public access.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the Lambda function policy 
 allows public access.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Lambda::Function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LAMBDA_FUNCTION_PUBLIC_ACCESS_PROHIBITED

Internet Gateway (IGW) 의 라우팅 테이블에 공용 경로가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공용 경로가 Internet Gateway (IGW) 와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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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서:

• 경로에 대상 CIDR 블록이0.0.0.0/0::/0 있거나 대상 CIDR 블록이 규칙 매개 변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
우 규칙은 비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public routes exist in the route 
 table for an Internet Gateway (IGW)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NoUnrestrictedRouteToIgw: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public routes exist in the route table associated with 
 an Internet Gateway (IGW).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a route has a destination CIDR 
 block of '0.0.0.0/0' or '::/0' or if a destination CIDR block does not match the rule 
 parameter.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RouteTable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NO_UNRESTRICTED_ROUTE_TO_IGW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의 퍼블릭 액세스가 차단되었는지 여부
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퍼블릭 액세스에서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클러스터 구성 항목에서publiclyAccessible 필드가 True로 설정된 경우 규칙에 비준수 상태가 표시
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Amazon Redshift clusters are 
 blocked from public acc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RedshiftClusterPublicAccessCheck: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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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mazon Redshift clusters are blocked from public 
 access.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the publiclyAccessible field is true in the cluster 
 configuration item.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Redshift::Cluster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REDSHIFT_CLUSTER_PUBLIC_ACCESS_CHECK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가 직접 인터넷 액세스를 허
용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직접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직접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규칙은 규정 미준수 상태
를 표시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an Amazon SageMaker notebook 
 instance allows direct internet acc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at which AWS Config will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SagemakerNotebookNoDirectInternetAccess: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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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Detects whether direct internet access is allowed for an Amazon 
 SageMaker notebook instance.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Amazon SageMaker notebook 
 instances allow direct internet access.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AGEMAKER_NOTEBOOK_NO_DIRECT_INTERNET_ACCESS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Amazon VPC 서브넷에 퍼블릭 IP 주소가 할당되었는지 감지
이 컨트롤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서브넷에 퍼블릭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지 여부
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 Amazon VPC 퍼블릭 IP 주소가 할당된 서브넷이 있는 경우 규칙은 비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Detect whether any Amazon VPC subnets are assigned a public IP addr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SubnetAutoAssignPublicIpDisabled: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subnets are 
 assigned a public IP address.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Amazon VPC has subnets that are 
 assigned a public IP address.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Subnet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UBNET_AUTO_ASSIGN_PUBLIC_IP_DISABLED

계정에서 소유한 AWS Systems Manager 문서가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
이 컨트롤은 계정 소유의 AWS Systems Manager 문서가 공개 문서인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
니다.

콘솔에서: 소유자가 'Self'인 문서가 공개 문서일 경우 규칙에 비준수 상태가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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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 to detect whether AWS Systems Manager documents 
 owned by the account are public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at which AWS Config will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SsmDocumentNotPublic: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WS Systems Manager (SSM) documents owned by the account 
 are public. This rule is NON_COMPLIANT if any documents with owner 'Self' are public.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SM_DOCUMENT_NOT_PUBLIC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선택적 제어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선택적 컨트롤은 OU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이나 제어
API를 통해 이러한 선택적 제어를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몇 가지 유형의 선택적 제어를 제공합니다.

• 사전 예방적 제어 (p. 228),AWS CloudFormation 후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 AWS Config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Security Hub 제어 — 이러한 컨트롤은 Security Hub가 소유하며 서비

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AWS Control Tower 타워와 통합됩니다.
• SCP와AWS Config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선택적 제어인 데이터 레지던시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내에서 구현됩니다.
• 강력히 권장되는 컨트롤은 SCP와AWS Config 규칙을 기반으로 AWS Control Tower 내에 구현됩니다.
• SCP 및AWS Config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선택적 제어는 AWS Control Tower 내에서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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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에서 소유하는 강력히 권장되는 선택적 컨트롤은 선택 사항입니다. 즉, 활성화할 컨트롤
을 선택하여 landing zone 존의 OU에 대한 적용 수준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컨트롤은 기본적
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적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의 다음 컨트롤 참조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Note

AWS Control Tower의 일부 탐지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AWS 리전 있는 특정 
지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리전은 필수 기본 기능을 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탐지 컨트롤을 배포하면 AWS Control Tower를 통해 관리하는 일
부 리전에서는 해당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제어 제한 (p. 27)을 참조하
세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각 컨트롤의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배포할 수 없는 탐지 제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서비스 목록 설명서를 참조
하여 사용 가능한 지역에AWS Config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탐지 제어가 관리형AWS Config 
규칙으로 구현된 경우 Security Hub 제어 참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강력히 권장되는 컨트롤
강력히 권장되는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에서 소유합니다. 이는 잘 설계된 다중 계정 환경의 모범 사례
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제어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며 AWS Control Tower 콘솔 또는 제어 API
를 통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Control Tow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게 권장되는 각 컨
트롤에 대한 참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제
• 루트 사용자를 위한 액세스 키 생성 허용 안 함 (p. 969)
• 루트 사용자 자격으로 작업 허용 안 함 (p. 970)
•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볼륨에 암호화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p. 970)
• 무제한 수신 TCP 트래픽 허용 여부 감지 (p. 971)
• SSH를 통한 무제한 인터넷 연결 허용 여부 감지 (p. 972)
• 루트 사용자에 대한 MFA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p. 973)
•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읽기 액세스 허용 여부 감지 (p. 974)
•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쓰기 액세스 허용 여부 감지 (p. 974)
• Amazon EBS 볼륨이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75)
•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해 Amazon EBS 최적화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75)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p. 976)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p. 976)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스토리지 암호화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p. 977)
• 계정에 CloudTrail Lake가AWS CloudTrail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확인 (p. 977)

루트 사용자를 위한 액세스 키 생성 허용 안 함

루트 사용자의 액세스 키 생성을 금지하여AWS 계정을 보호합니다. 대신 IAM 사용자 또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위한 액세스 키를 생성하여AWS 계정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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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 
        { 
            "Sid": "GRRESTRICTROOTUSERACCESSKEYS", 
            "Effect": "Deny", 
            "Action": "iam:CreateAccessKey", 
            "Resource": [ 
                "*" 
            ], 
            "Condition": { 
                "StringLike": { 
                    "aws:PrincipalArn": [ 
                        "arn:aws:iam::*:root" 
                    ] 
                } 
            } 
        } 
    ]
}

루트 사용자 자격으로 작업 허용 안 함

AWS계정의 모든 리소스에 무제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계정 소유자의 자격 증명인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으
로 계정 액세스를 차단하여 계정을 보호합니다. 대신AWS 계정과의 일상적인 상호 작용을 위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예방 조치입니다. 기본적으
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RESTRICTROOTUSER", 
      "Effect": "Deny", 
      "Action": "*", 
      "Resource": [ 
        "*" 
      ], 
      "Condition": { 
        "StringLike": { 
          "aws:PrincipalArn": [ 
            "arn:aws:iam::*:root" 
          ] 
        } 
      } 
    } 
  ]
}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볼륨에 암호화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컨트롤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Amazon EBS 볼륨이 암호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
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for encryption of all storage volumes 
 attached to com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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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EncryptedVolumes: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EBS volumes that are in an attached state are encrypted.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ENCRYPTED_VOLUMES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Volume

무제한 수신 TCP 트래픽 허용 여부 감지
이 제어는 무제한 수신 TCP 트래픽의 허용 여부를 감지하여 서버의 위험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DP (Remote Desktop Protocol) 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인터넷 연결이 활성
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
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security groups that are in use 
 disallow unrestricted incoming TCP traffic to the specified port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blockedPort1: 
    Type: String 
    Default: '20' 
    Description: Blocked TCP port number. 
  blockedPort2: 
    Type: String 
    Default: '21' 
    Description: Blocked TCP port number. 
  blockedPort3: 
    Type: String 
    Default: '3389' 
    Description: Blocked TCP port number. 
  blockedPort4: 
    Type: String 
    Default: '3306' 
    Description: Blocked TCP port number. 
  blockedPort5: 
    Type: String 
    Default: '4333' 
    Description: Blocked TCP port number.
Conditions: 
  blockedPort1: 
    Fn::Not: 
    - Fn::Equals: 
      - '' 
      - Ref: blockedPort1 
  blockedPort2: 
    Fn::Not: 
    - Fn::Equals: 
      - '' 
      - Ref: blockedPo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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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edPort3: 
    Fn::Not: 
    - Fn::Equals: 
      - '' 
      - Ref: blockedPort3 
  blockedPort4: 
    Fn::Not: 
    - Fn::Equals: 
      - '' 
      - Ref: blockedPort4 
  blockedPort5: 
    Fn::Not: 
    - Fn::Equals: 
      - '' 
      - Ref: blockedPort5
Resources: 
  CheckForRestrictedCommonPortsPolicy: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security groups that are in use disallow unrestricted 
 incoming TCP traffic to the specified ports. 
      InputParameters: 
        blockedPort1: 
          Fn::If: 
          - blockedPort1 
          - Ref: blockedPort1 
          - Ref: AWS::NoValue 
        blockedPort2: 
          Fn::If: 
          - blockedPort2 
          - Ref: blockedPort2 
          - Ref: AWS::NoValue 
        blockedPort3: 
          Fn::If: 
          - blockedPort3 
          - Ref: blockedPort3 
          - Ref: AWS::NoValue 
        blockedPort4: 
          Fn::If: 
          - blockedPort4 
          - Ref: blockedPort4 
          - Ref: AWS::NoValue 
        blockedPort5: 
          Fn::If: 
          - blockedPort5 
          - Ref: blockedPort5 
          - Ref: AWS::NoValue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SecurityGroup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RESTRICTED_INCOMING_TRAFFIC

SSH를 통한 무제한 인터넷 연결 허용 여부 감지
이 컨트롤은 Secure Shell (SSH) 프로토콜과 같은 원격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연결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감
지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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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security groups that are in use 
 disallow SSH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RestrictedSshPolicy: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security groups that are in use disallow unrestricted 
 incoming SSH traffic.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SecurityGroup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INCOMING_SSH_DISABLED

루트 사용자에 대한 MFA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이 컨트롤은 관리 계정의 루트 사용자를 위한 멀티 팩터 인증 (MFA) 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MFA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성공한 후 추가 인증 코드를 요구하여 취약한 인증으로 인한 취약성 위험을 
줄입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require MFA for root access to account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24hours 
    Description: The frequency that you want AWS Config to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CheckForRootMfa: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the root user of your AWS account requires multi-factor 
 authentication for console sign-in.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ROOT_ACCOUNT_MFA_ENABLED 
      MaximumExecution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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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읽기 액세스 허용 여부 감지
이 컨트롤은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읽기 액세스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버킷
에 저장된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that your S3 buckets do not allow public 
 acc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S3PublicRead: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that your S3 buckets do not allow public read access. If an S3 
 bucket policy or bucket ACL allows public read access, the bucket is noncompliant.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3_BUCKET_PUBLIC_READ_PROHIBITED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S3::Bucket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쓰기 액세스 허용 여부 감지
이 컨트롤은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쓰기 액세스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 버킷
에 저장된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that your S3 buckets do not allow public 
 acces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S3PublicWrite: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that your S3 buckets do not allow public write access. If an S3 
 bucket policy or bucket ACL allows public write access, the bucket is noncompliant.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3_BUCKET_PUBLIC_WRITE_PROHIBITED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S3::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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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BS 볼륨이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이 컨트롤은 Amazon EBS 볼륨 디바이스가 Amazon EC2 인스턴스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감지합
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EBS volumes are attached to EC2 
 instance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deleteOnTermination: 
    Type: 'String' 
    Default: 'None' 
    Description: 'Check for Delete on termination'
Conditions: 
  deleteOnTermination: 
    Fn::Not: 
    - Fn::Equals: 
      - 'None' 
      - Ref: deleteOnTermination
Resources: 
  CheckForEc2VolumesInUse: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EBS volumes are attached to EC2 instances 
      InputParameters: 
        deleteOnTermination: 
          Fn::If: 
            - deleteOnTermination 
            - Ref: deleteOnTermination 
            - Ref: AWS::NoValue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EC2_VOLUME_INUSE_CHECK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Volume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해 Amazon EBS 최적화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
지합니다.

성능에 최적화된 Amazon EBS 볼륨 없이 Amazon EC2 인스턴스가 시작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Amazon EBS에 최적화된 볼륨은 인스턴스에서 Amazon EBS I/O와 기타 트래픽 간의 경합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
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EBS optimization is enabled for 
 your EC2 instances that can be EBS-opt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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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EbsOptimizedInstance: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EBS optimization is enabled for your EC2 instances that 
 can be EBS-optimized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EBS_OPTIMIZED_INSTANCE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EC2::Instance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여
부 감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퍼블릭 액세스
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
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Amazon RDS instances are not 
 publicly accessible.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RdsPublicAccess: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the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RDS) instances 
 are not publicly accessible. The rule is non-compliant if the publiclyAccessible field is 
 true in the instance configuration item.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RDS_INSTANCE_PUBLIC_ACCESS_CHECK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RDS::DBInstance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에 퍼블릭 액세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공개 액세스
를 비활성화하여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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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hecks if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snapshots are 
 public.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RdsStorageEncryption: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if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snapshots are 
 public. The rule is non-compliant if any existing and new Amazon RDS snapshots are public.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RDS_SNAPSHOTS_PUBLIC_PROHIBITED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RDS::DBSnapshot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스토리지 암호화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저장 시 암호화되지 않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탐지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기
본 스토리지와 자동 백업, 읽기 전용 복제본 및 스냅샷을 암호화하여 저장 중인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권장되는 지
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storage encryption is enabled for 
 your RDS DB instance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RdsStorageEncryption: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storage encryption is enabled for your RDS DB instances.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RDS_STORAGE_ENCRYPTED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RDS::DBInstance

계정에 CloudTrail Lake가AWS CloudTrail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확인

이 컨트롤은AWS CloudTrail 계정에 CloudTrail Lake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계정에서 둘 중 
하나 CloudTrail 또는 CloudTrail Lake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규칙은 NON_COMPLIANT입니다. 이것은 강
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포함된 탐정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어떤 OU에서도 활성화되지 않
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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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detect whether an account has AWS CloudTrail 
 or CloudTrail Lake enabled.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CloudtrailEnabled: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Detects whether an account has AWS CloudTrail or CloudTrail Lake 
 enabled. The rule is NON_COMPLIANT if either CloudTrail or CloudTrail Lake is not enabled 
 in an account.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CLOUD_TRAIL_ENABLED

선택적 제어
선택적 제어를 통해AWS 기업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작업을 수행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거나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며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컨트롤에 대한 참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레지던시를 위
한 선택적 컨트롤은 별도의 섹션으로데이터 레지던시 보호를 강화하는 제어 (p. 951) 수집됩니다.

주제
• Amazon S3 버킷의 암호화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저장 시 암호화 활성화] (p. 978)
• Amazon S3 버킷의 로깅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액세스 로깅 활성화] (p. 979)
• Amazon S3 버킷의 버킷 정책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정책 변경 허용 안 함] (p. 979)
• Amazon S3 버킷의 수명 주기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p. 980)
• Amazon S3 버킷의 복제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p. 980)
• MFA가 없는 Amazon S3 버킷에서 삭제 작업을 허용하지 않음 (p. 981)
• AWSIAM 사용자에 대해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 (p. 981)
• AWS콘솔의AWS IAM 사용자에 대해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 (p. 982)
• Amazon S3 버킷의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p. 983)
• AWS CloudFormation레지스트리 내에서 리소스 유형, 모듈 및 후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p. 983)

Amazon S3 버킷의 암호화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저장 시 암호화 
활성화]

이 컨트롤은 모든 Amazon S3 버킷의 암호화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
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AUDITBUCKETENCRYPTIONENABLED", 
            "Effect": "Deny",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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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PutEncryptionConfiguration" 
            ], 
            "Resource":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mazon S3 버킷의 로깅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액세스 로깅 
활성화]

이 컨트롤은 모든 Amazon S3 버킷에 대한 로그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AUDITBUCKETLOGGINGENABLED", 
            "Effect": "Deny", 
            "Action": [ 
                "s3:PutBucketLogging" 
            ], 
            "Resource":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mazon S3 버킷의 버킷 정책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정책 변경 허
용 안 함]

이 컨트롤은 모든 Amazon S3 버킷의 버킷 정책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AUDITBUCKETPOLICYCHANGESPROHIBITED", 
            "Effect": "Deny", 
            "Action": [ 
                "s3:PutBucketPolicy" 
            ], 
            "Resource": ["*"], 
            "Condition": { 
                "ArnNotLi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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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mazon S3 버킷의 수명 주기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보존 정
책 설정]

이 컨트롤은 모든 Amazon S3 버킷의 수명 주기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AUDITBUCKETRETENTIONPOLICY", 
            "Effect": "Deny", 
            "Action": [ 
                "s3:PutLifecycleConfiguration" 
            ], 
            "Resource":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Amazon S3 버킷의 복제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Amazon S3 버킷이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복제를 처리하도록 설정된 방식이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
어 단일 리전 복제를 사용하여 버킷을 설정하여 Amazon S3 데이터의 위치를 하나로AWS 리전 제한하여 버
킷 간에 객체를 다른AWS 리전 버킷으로 자동 비동기식으로 복사하는 것을 비활성화하면 이 컨트롤은 해당 
복제 설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RESTRICTS3CROSSREGIONREPLICATION", 
            "Effect": "Deny", 
            "Action": [ 
                "s3:PutReplicationConfiguration" 
            ], 
            "Resource": [ 
                "*" 
            ] 
        } 
    ]
}

980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선택적 제어

MFA가 없는 Amazon S3 버킷에서 삭제 작업을 허용하지 않음

삭제 작업에 MFA를 요구하여 Amazon S3 버킷을 보호합니다. MFA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성공한 후 추가 
인증 코드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을 통한 예방 제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
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 SCP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RESTRICTS3DELETEWITHOUTMFA", 
            "Effect": "Deny", 
            "Action": [ 
                "s3:DeleteObject", 
                "s3:DeleteBucket" 
            ], 
            "Resource": [ 
                "*" 
            ], 
            "Condition": { 
                "BoolIfExists": { 
                    "aws:MultiFactorAuthPresent": [ 
                        "false" 
                    ] 
                } 
            } 
        } 
    ]
}

AWSIAM 사용자에 대해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

이 컨트롤은AWS IAM 사용자에 대해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계정의 모든AWS 사용자
에 대해 MFA를 요구하여 계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MFA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성공한 후 추가 인증 코
드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
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the IAM users have MFA enabled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1hour 
    Description: The frequency that you want AWS Config to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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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CheckForIAMUserMFA: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th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users have multi-
factor authentication (MFA) enabled. The rule is COMPLIANT if MFA is enabled.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IAM_USER_MFA_ENABLED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AWS콘솔의AWS IAM 사용자에 대해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
콘솔에서 모든AWS IAM 사용자에 대해 MFA를 요구하여 계정을 보호합니다. MFA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성공한 후 추가 인증 코드를 요구하여 취약한 인증으로 인한 취약성 위험을 줄입니다. 이 컨트롤은 MFA가 활
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
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MFA is enabled for all AWS IAM 
 users that use a console password.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MaximumExecutionFrequency: 
    Type: String 
    Default: 1hour 
    Description: The frequency that you want AWS Config to run evaluations for the rule. 
    AllowedValues: 
    - 1hour 
    - 3hours 
    - 6hours 
    - 12hours 
    - 24hours
Mappings: 
  Settings: 
    FrequencyMap: 
      1hour   : One_Hour 
      3hours  : Three_Hours 
      6hours  : Six_Hours 
      12hours : Twelve_Hours 
      24hours : TwentyFour_Hours
Resources: 
  CheckForIAMUserConsoleMFA: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AWS Multi-Factor Authentication (MFA) is enabled for all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users that use a console password. The rule is 
 COMPLIANT if MFA is enabled.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MFA_ENABLED_FOR_IAM_CONSOLE_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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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mExecutionFrequency: 
        !FindInMap 
          - Settings 
          - FrequencyMap 
          - !Ref MaximumExecutionFrequency

Amazon S3 버킷의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Amazon S3 버킷의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버전 관리를 사용하면 실수로 삭제되거
나 덮어쓴 객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계정의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지침이 
포함된 탐정 컨트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컨트롤의 아티팩트는 다음AWS Config 규칙입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AWS Config rules to check whether versioning is enabled for your S3 
 buckets.
Parameters: 
  ConfigRu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Name for the Config rule'
Resources: 
  CheckForS3VersioningEnabled: 
    Type: AWS::Config::ConfigRule 
    Properties: 
      ConfigRuleName: !Sub ${ConfigRuleName} 
      Description: Checks whether versioning is enabled for your S3 buckets. 
      Source: 
        Owner: AWS 
        SourceIdentifier: S3_BUCKET_VERSIONING_ENABLED 
      Scope: 
        ComplianceResourceTypes: 
          - AWS::S3::Bucket

AWS CloudFormation레지스트리 내에서 리소스 유형, 모듈 및 후크를 관리할 수 없
습니다.

이 선택적 컨트롤을 사용하면AWS CloudFormation 레지스트리에서 리소스 유형, 모듈 및 후크와 같은 확장 
유형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AWS CloudFormation확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레지스
트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Note

환경에서 사전 예방적 제어를 활성화할 때 이 제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제어 목표: 구성 보호
• 구현 서비스 제어 정책 (SCP)
• 제어 동작: 예방
• 제어 지침: 선택 과목
• 컨트롤 소유자: AWS Control Tower
• 컨트롤 ID: CT.CLOUDFORMATION.PR.1
• 심각도: 심각
• AWS 서비스: AWS CloudFormation
• 리소스 유형:AWS::CloudFormation::HookDefaultVersion, 
AWS::CloudFormation::HookTypeConfig, AWS::CloudFormation::HookVersion, 
AWS::CloudFormation::ModuleDefaultVersion, 
AWS::CloudFormation::Module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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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CloudFormation::ResourceDefaultVersion, 
AWS::CloudFormation::ResourceVersion

다음 예제에서는 이 컨트롤에 대한 SCP 아티팩트를 보여 줍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RDISALLOWMODIFICATIONCFNREGISTRY", 
            "Effect": "Deny", 
            "Action": [ 
                "cloudformation:RegisterType", 
                "cloudformation:DeregisterType", 
                "cloudformation:SetTypeConfiguration", 
                "cloudformation:SetTypeDefaultVersion", 
                "cloudformation:PublishType" 
            ], 
            "Resource": [ 
                "*" 
            ], 
            "Condition": { 
                "ArnNotLike": { 
                    "aws:PrincipalARN":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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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서비스
AWS Control Tower는 다른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서비스로, 잘 설계된 환경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기본 서비스에 대한 구성 정보 및 AWS Control Tower에서의 작동 방식을 포함하여 이
러한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잘 설계된 환경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Well-Architected Tool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및 
거버넌스 클라우드 환경 가이드도 참조하십시오.

주제
• 다음을 통한 환경 배포AWS CloudFormation (p. 985)
• 다음을 통한 이벤트 모니터링 CloudTrail (p. 985)
• 리소스 및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여 CloudWatch (p. 986)
• AWS Config로 리소스 구성 관리 (p. 986)
• IAM을 통한 엔티티의 권한 관리 (p. 986)
• AWS Key Management Service (p. 987)
• Lambda로 서버리스 컴퓨팅 함수 실행 (p. 987)
• AWS Organizations를 통해 계정 관리 (p. 987)
• Amazon S3로 객체 저장 (p. 988)
• Security Hub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모니터링 (p. 988)
• Service Catalog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p. 988)
• 사용자 및 액세스를 통한 관리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p. 988)
• Amazon Simple Notification 서비스를 통한 알림 추적 (p. 992)
• AWS Step Functions로 분산 애플리케이션 빌드 (p. 992)

다음을 통한 환경 배포AWS CloudFormation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면AWS 인프라 배포를 예상한 대로 반복해서 생성 및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
니다. AWS제품을 활용하여 기본AWS 인프라 생성 및 구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안정성과 
확장성이 뛰어나고 비용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을 통해 템플
릿 파일을 사용하여 리소스 모음을 단일 유닛 (스택) 으로 생성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CloudFormation 스택셋을 사용하여 계정에 제어를 적용합니다. AWS 
ControlAWS CloudFormation Tower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생성 (p. 48).

다음을 통한 이벤트 모니터링 CloudTrail
AWS Control Tower는 중앙 집중식 로깅 및 감사를AWS CloudTrail 지원하도록 구성합니다. 관리 계정은 를 
사용하여 CloudTrail 구성원 계정에 대한 관리 작업 및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 계정에 대한AWS API 호출 기록을 보관하여 클라우드에서AWS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AWS API를 호출한 사용자 및 계정이 를 호출했는지 CloudTrail, 어떤 소
스 IP 주소에 호출이 수행되었는지, 언제 호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해 애플리케이
션에 CloudTrail 통합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추적 생성을 자동화하고 추적 생성을 자동화하고 추적 생성을 
확인하며 관리자가 CloudTrail 로그인을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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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수준의 트레일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가 새로운 CloudTrail 트레일을 설정합니다. 이는 조직 
수준의 추적이므로 조직에 있는 관리 계정과 모든 멤버 계정의 모든 이벤트를 로그합니다. 이 기능은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기반으로 관리 계정에 모든 구성원 계정에 대한 트레일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
다.

AWS Control Tower와 CloudTrail 조직 추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직에 대한 추적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Note

landing zone 버전 3.0 이전의 AWS Control Tower 릴리스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각 계
정에 멤버 계정 트레일을 생성했습니다. 릴리스 3.0으로 업데이트하면 트레일이 조직 CloudTrail 트
레일이 됩니다. 트레일 간 이동 시 모범 사례는CloudTrail 사용 설명서의 트레일 변경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에 계정을 등록하면 계정에 AWS Control Tower 조직의AWS CloudTrail 트레일이 
적용됩니다. 해당 계정에 CloudTrail 트레일을 이미 배포한 경우,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기 전에 계정
에 대한 기존 트레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복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Note

landing zone 버전 3.0으로 업데이트하면 AWS Control Tower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등록된 계정의 
계정 수준 트레일을 삭제합니다. 기존 계정 수준 로그 파일은 Amazon S3 버킷에 보존됩니다.

리소스 및 서비스를 모니터링하여 CloudWatch
CloudWatch Amazon은 몇 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유연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
공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프라를 설치, 관리,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mazon이 AWS Control Tower 타워와 함께 CloudWatch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fig로 리소스 구성 관리
AWS Config는 AWS 계정과 연관된 리소스의 상세 보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리소스 구성 방식, 서로 관
련된 방식 및 시간에 따른 구성 및 관계 변경 방식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fig 개발자 안내
서를 참조하세요.

AWS ConfigAWS Control Tower에서 프로비저닝한 리소스에는 자동으로 태그가aws-control-tower 지
정되고 값이 지정됩니다managed-by-control-tower.

AWS Control Tower의 리소스를AWS Config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요금 청구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를 통한 리소스 변경 모니터링AWS Config (p. 1017).

AWS Control Tower 타워는 탐지 제어를 구현하는AWS Config Rules 데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의 Control To (p. 203)을 참조하세요.

IAM을 통한 엔티티의 권한 관리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은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웹AWS 서
비스입니다. IAM을 사용하면 사용자, 액세스 키와 같은 보안 자격 증명,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이 액세스할 
수 있는AWS 리소스를 제어하는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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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여러 그룹이 생성됩니다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이러한 그룹에는 IAM에서 사전 정의된 권한 정책인 권한 집합이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는 IAM을 
사용하여 IAM 사용자 및 멤버 계정 내 기타 엔티티의 권한 범위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AWS Key Management Service
AWS Key Management Service데이터를 보호하는 키를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에서는 선택적으로AWS KMS 암호화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AWS KMS 자세한 내용
은 AWSKM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AWS KMS 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landing zone 구성 및 시작  (p. 20).

Lambda로 서버리스 컴퓨팅 함수 실행
AWS Lambda를 사용하면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관
리 오버헤드 없이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백엔드 서비스에 대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코드
를 업로드하면 Lambda가 고가용성으로 코드를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다른AWS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트리거되도록 설정하거나 웹 또는 모바일 앱에서 코드를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Control Tower 감사 계정의 특정 역할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으므로 Lambda
를 사용하여 다른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ontrol Tower 수명 주기 이벤트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를 통해 계정 관리
AWS Organizations는 사용자가 생성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단일 조직으로 여러AWS 계정을 통합할 수 있는 
계정 관리 서비스입니다. Organizations 를 사용하면 멤버 계정을 생성하고 기존 계정을 조직에 초대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계정을 그룹으로 구성하고 정책 기반 제어 항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에서 Organizations는 중앙에서 결제를 관리하고, 액세스, 규정 준수 및 보안을 제어하고, 
구성원AWS 계정 전체에서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정은 조직 단위(OU)라고 하는 논리 그
룹으로 그룹화됩니다. Organizations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 OU를 사용합니다.

• 루트 — landing zone 존의 모든 계정과 기타 모든 OU의 상위 컨테이너입니다.
• 보안 - 이 OU에는 로그 아카이브 계정, 감사 계정 및 이들이 소유한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 샌드박스 — 이 OU는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생성됩니다. landing zone 존의 OU 및 기타 하위 OU에

는 멤버 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AWS 리소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액세스하는 계정입
니다.

Note

조직 단위 페이지의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해 landing zone 존에 OU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려 사항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생성된 OU에는 제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외부에서 
생성된 OU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OU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OU를 등록한 후에는 OU
와 해당 계정에 제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OU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기존 조직 단위
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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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로 객체 저장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는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Amazon S3를 사용하
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의 간편하고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landing zone 내 모든 계정의 모든 로그를 포함하는 Amazon S3 버킷이 로그 아
카이브 계정에 생성됩니다.

Security Hub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모니터링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서비스 관리 표준이라는AWS Security Hub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Security Hub 허브와 통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ecurity Hub 표준 (p. 950)을 참조하세요.

Service Catalog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Service Catalog를 사용하면 IT 관리자가 승인된 제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생성 및 관리하고 최종 사용
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최종 사용자는 개인화된 포털에서 필요한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에는AWS 리소스를 사용하여 배포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됩니
다.

특정 제품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조직의 비즈니스 표준을 준수하고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며 사용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찾고 출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talog 관리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에서는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와 최종 사용자가 Service Catalog Catalog의 제품인 
Account Factory를 사용하여 landing zone 존에서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카운
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비전 및 관리 (p. 133)을 참조하세요.

또한 AWS Control Tower는 Service Catalog API를 사용하여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를 추가로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Service Catalog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및 액세스를 통한 관리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AWS계정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IAM Identity Center 액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간소화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의 모든AWS 계정
에서 IAM Identity Center 액세스 및 사용자 권한을 제어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2.0을 지원하는 사용자 지정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가 할당된 모든AWS 계
정,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사용자 포털을 제공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WSIAM ID 센터 및 AWS Control Tower 타워와의 협력

AWS Control Tower에서는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중앙 클라우드 관
리자와 최종 사용자가 여러AWS 계정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여 Service Catalog 통해 생성된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설정하고 관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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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및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자습서를 
보려면 이 비디오 (6:23) 를 참조하십시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
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AWS IAM 자격 증명 센터 설정에 대한 비디오 안내.

IAM 자격 증명 센터를 통한 AWS Control Tower 설정에 대한 정보

AWS Control Tower를 처음 설정할 때는 루트 사용자 및 올바른 권한을 가진 모든 IAM 사용자만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사용자를 AWSAccountFactory그룹에 추가한 후에는 
Account Factory 마법사에서 새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비전 및 관리 (p. 133)을 참조하세요.

landing zone 존은 사용자 ID 및 Single Sign-On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구성된 디렉터리로 설정되
므로 사용자가 여러 계정에서 페더레이션된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사
용자 그룹과 권한 집합을 포함하도록 이 기본 디렉터리가 생성됩니다.

Note

조직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내 관리를 관리 계정이 아닌 다
른 계정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SSO 위임 관리 시작하기라는 제목의 이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그룹, 역할 및 권한 세트

사용자 그룹은 공유 계정 내에 정의된 특수 역할을 관리합니다. 역할은 함께 속한 권한 세트를 설정합니다. 
그룹의 모든 멤버는 해당 그룹과 연결된 권한 세트 또는 역할을 상속합니다. 멤버 계정의 최종 사용자를 위한 
새 그룹을 만들어 그룹이 수행하는 특정 작업에 필요한 역할만 사용자 지정하여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권한 집합에는 읽기 전용 액세스, AWS Control Tower 관리 액세스 및 Service Catalog 액세스
와 같은 다양한 개별 사용자 권한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한 집합을 통해 최종 사용자는 landing 
zone 존에서 기업 지침에 따라 자신의AWS 계정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및 권한 할당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팁은  그룹, 역할 및 정책 설정을 위한 권장 사항  (p. 3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의 컨텍스트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설명서의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사용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그룹에 사용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속성을 편집하려면사용자 속성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 그룹을 추가하려면 그룹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Warning

AWS Control Tower 타워는 홈 리전에 IAM ID 센터 디렉터리를 설정합니다. landing zone 존을 다른 
리전에 설정한 다음 IAM Identity Center 콘솔로 이동하는 경우 리전을 홈 리전으로 변경해야 합니
다. 홈 리전의 IAM ID 센터 구성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IAM ID 센터 계정 및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다음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계정으로 작업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유용한 사항입니다.

• AWS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계정이 비활성화된 경우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새 계정을 프로비저
닝하려고 할 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AM ID 센터 콘솔에서 IAM ID 센터 사용자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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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Factory에서 판매한 계정과 연결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할 때 새 IAM Identity Center 사
용자 이메일 주소를 지정하면 AWS Control Tower는 새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계정을 생성합니다. 이
전에 만든 사용자 계정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이전AWS IAM Identity Center 사용
자 이메일 주소를 제거하려면 사용자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 AWS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Azure 액티브 디렉터리와 통합되었으며, 기존 Azure 액티브 디렉터리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의 동작이AWS IAM Identity Center 및 다양한 자격 증명 소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IAM ID 센터 설명서의 자격 증명 소스 변경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를 위한 IAM ID 센터 그룹
AWS Control Tower는 계정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구성된 그룹을 제공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직접 사용자를 추가하고 이러한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
한 세트가 계정 내의 그룹에 있는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생성되는 그룹은 다
음과 같습니다.

AWSAccountFactory

계정 권한 세트 설명

관리 계정 AWSServiceCatalogEndUserAccess이 그룹은 이 계정에서 Account 
Factory를 사용하여 새 계정을 프
로비전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AWSServiceCatalogAdmins

계정 권한 세트 설명

관리 계정 AWSServiceCatalogAdminFullAccess이 그룹은 이 계정에서 Account 
Factory를 관리적으로 변경할 때
만 사용됩니다. 이 그룹의 사용자
는 그룹에 속하지 않는 한 새 계
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없습니다.
AWSAccountFactory

AWSControlTowerAdmins

계정 권한 세트 설명

관리 계정 AWSAdministratorAccess 이 계정에 속한 이 그룹의 사용자
만 AWS Control Tower 콘솔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로그 아카이브 계정 AWSAdministrator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에서 관리자 액
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감사 계정 AWSAdministrator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에서 관리자 액
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멤버 계정 AWSOrganizationsFull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에서 
Organizations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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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ecurityAuditPowerUsers

계정 권한 세트 설명

관리 계정 AWSPowerUserAccess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
을 수행하며,AWS 인식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리소스와 
서비스를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로그 아카이브 계정 AWSPowerUserAccess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
을 수행하며,AWS 인식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리소스와 
서비스를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
습니다.

감사 계정 AWSPowerUserAccess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
을 수행하며,AWS 인식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리소스와 
서비스를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멤버 계정 AWSPowerUserAccess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
을 수행하며,AWS 인식 애플리케
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리소스와 
서비스를 생성하고 구성할 수 있
습니다.

AWSSecurityAuditors

계정 권한 세트 설명

관리 계정 AWSReadOnly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의 모든AWS 서
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로그 아카이브 계정 AWSReadOnly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의 모든AWS 서
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 계정 AWSReadOnly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의 모든AWS 서
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멤버 계정 AWSReadOnly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의 모든AWS 서
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AWSLogArchiveAdmins

계정 권한 세트 설명

로그 아카이브 계정 AWSAdministrator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에서 관리자 액
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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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LogArchiveViewers

계정 권한 세트 설명

로그 아카이브 계정 AWSReadOnly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의 모든AWS 서
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AWSAuditAccountAdmins

계정 권한 세트 설명

감사 계정 AWSAdministratorAccess 사용자는 이 계정에서 관리자 액
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Amazon Simple Notification 서비스를 통한 알림 추
적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는 애플리케이션, 최종 사용자 및 디바이스가 클라
우드에서 즉시 알림을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게 해 주는 웹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는 Amazon SNS 사용하여 관리 계정 및 감사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 프로그래밍 방식의 
알림을 보냅니다. 이 알림은 landing zone 내 드리프트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결 (p. 177)을 참조하세요.

또한 Amazon 단순 알림 서비스를 사용하여 에서 규정 준수 알림을 보냅니다AWS Config.

Tip

AWS Control Tower 제어 규정 준수 알림을 (감사 계정에서)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구독하
는AggregateConfigurationNotifications 것입니다.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규정을 위반하는AWS Config 규칙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AWS 
ConfigOU의 계정 목록을 자동으로 유지 관리합니다.
이메일이나 SNS에서 허용하는 모든 유형의 구독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구독해야 합니다. 
명세서는 감사 계정으로arn:aws:sns:homeregion:account:aws-controltower-
AggregateSecurityNotifications 연결됩니다.

AWS Step Functions로 분산 애플리케이션 빌드
AWS Step Functions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시각적 워크플로우에서 일련
의 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태 시스템을 빌드하고 실행하여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단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tep Function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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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

AWS Control Tower의 Security
AW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매우 민감한 조직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AWS와 귀하의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모델은 이 사항을 클라우드 내 보안 및 클라우드의 보안
으로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드 파티 감사자는 정기적으로 AWS 규정 준수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보안 효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AWS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 클라우드 내 보안 —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하는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도, 조
직의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때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다음 주제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표를 충족하도록 AWS Control Tower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또한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AWS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AWS Control Tower 의 데이터 보호
AWS공동 책임 모델 AWS Control Tower의 데이터 보호에 적용됩니다. 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AWS
는 모든 AWS 클라우드를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콘텐츠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사용하는 AWS 서비스 서비스
의 보안 구성과 관리 작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FAQ를 참조하세요. 유럽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AWS 계정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또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통해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각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계정마다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합니다.
• SSL/TLS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TLS 1.3이 필요하며 TLS 1.3을 권장합니다.
• AWS CloudTrail로 API 및 사용자 활동 로깅을 설정합니다.
• AWS 암호화 솔루션을 AWS 서비스 내의 모든 기본 보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합니다.
• Amazon S3에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mazon Macie와 같은 고급 관

리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통해 AWS에 액세스할 때 FIPS 140-2 검증된 암호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FIPS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FIPS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FIPS) 140-2를 참조하세요.

고객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밀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태그나 이름(Name) 필드와 같은 자유 양식 필드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AWS Control Tower 또는 기타 에서 콘솔, APIAWS CLI, 또는AWS 
SDK를AWS 서비스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름에 사용되는 태그 또는 자유 형식 필드에 입
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청구 또는 진단 로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
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 증명 정보를 URL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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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데이터 암호화

Note

를 사용한 사용자 활동AWS CloudTrail 로깅은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AWS Control Tower에
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
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존에 있는 콘텐츠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옵션을 제공합니다.

주제
• 저장 데이터 암호화 (p. 994)
•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p. 994)
•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제한 (p. 994)

저장 데이터 암호화
AWS Control Tower 타워는 landing zone 존을 지원하기 위해 Amazon S3 관리형 키 (SSE-S3) 를 사용하여 
저장된 상태로 암호화된 Amazon S3 버킷과 Amazon DynamoDB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이 암호화는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구성됩니다. 선택적으로 KMS 암호화 키로 리소스를 암호화하도록 
landing zone 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저
장 시 암호화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의 온라인 설명서에서 보안 장을 참조하세요.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존을 지원하기 위해 전송 계층 보안 (TLS) 및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사
용하여 전송 중 암호화를 수행합니다. 또한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액세스하려면 HTTPS 엔드포인트를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콘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암호화는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구성됩니다.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제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사용자 하위 집합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
하면 중앙 클라우드 관리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올바른 IAM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의 경우 올바른 그룹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IAM 엔티티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생성되는 IAM Identity Center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

오AWS Control Tower를 위한 IAM ID 센터 그룹 (p. 990).

AWS Control Tower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Account Factory에서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거나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새 조직 단위 (OU) 를 생성하
는 등 landing zone 존에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려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또는 승인
된AWS 사용자임을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인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제공한AWS 자격 증명을 제공하여 자격 증명을 인증
합니다.

자격 증명을 인증한 후 IAM은 특정 작업 및 리소스 세트에 대해 정의된 권한 집합을AWS 사용하여 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계정 관리자인 경우 IAM을 사용하여 계정과 관련된 리소스에 대한 다른 IAM 사용자의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인증 (p.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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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액세스 제어 (p. 996)
•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 (p. 996)
• 교차 서비스 사칭 방지 (p. 1003)
•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사용 (p. 1003)

인증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자격 증명으로 에AWS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AWS계정 루트 사용자 — 계정을 처음 생성하는 경우에는 전체AWS 서비스 및AWS 계정 리소스에 대해 
완전한 액세스 권한을 지닌 자격 증명으로 시작합니다. 이 자격 증명을AWS 계정 루트 사용자라고 합니다. 
계정을 만드는 데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로그인할 때 이 자격 증명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
인 작업, 심지어 관리 작업의 경우에도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대신,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또는 IAM 사용자를 처음 생성할 때만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는 모범 사례를 준수하
세요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서는 모범 사례가 아님). 그런 다음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보관하
고 몇 가지 계정 및 서비스 관리 태스크를 수행할 때만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
야 하는 경우 (p. 38)을 참조하세요.

• IAM 사용자 — IAM 사용자는 특정 사용자 지정 권한이 있는AWS 계정 내 ID입니다. IAM 사용자 자격 증
명을 사용하여AWS Management Console,AWS Discussion Forums 또는AWS Support Center 같은 보안
AWS 웹 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모범 사례에서는 IAM 사용자 대신 IAM Identity Center 사용
자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자격 증명이 있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면 보안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
입니다.

로그인 보안 인증 정보 외에도 특정 용도의 IAM 사용자를 위한 액세스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SDK 
중 하나를 통하거나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AWS 서비스를 호출
할 때 이러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K 및 CLI 도구는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 방식으로 요청에 
서명합니다. AWS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청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인바운드 API 요청을 인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서명 버전 4 를 지원합니다. 요청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AWS 일반 참조 의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를 참조하세요.

• IAM 역할 – IAM 역할은 계정에 만들 수 있는, 특정 권한을 지닌 IAM 자격 증명입니다. 자격 증명이라는 점
에서 IAM 역할은 IAM 사용자와 유사하며AWS 자격 증명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 정책
을 갖추고 있습니다AWS. 그러나 역할은 한 사람과만 연관되지 않고 해당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
든지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역할에는 그와 연관된 암호 또는 액세스 키와 같은 표준 장기 자격 증명
이 없습니다. 대신에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해당 역할 세션을 위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이 제공됩니다. 
임시 자격 증명이 있는 IAM 역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연합된 사용자 액세스 –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대신 AWS Directory Service의 기존 자격 증명, 엔터프

라이즈 사용자 디렉터리 또는 웹 자격 증명 공급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를 연합된 사용자라
고 합니다. AWS는 자격 증명 공급자를 통해 액세스가 요청되면 연합된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합니다. 
페더레이션 사용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페더레이션 사용자 및 역할을 참조하세요.

• AWS서비스 액세스 —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계정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맡는 
IAM 역할입니다. 일부 AWS 서비스 환경을 설정할 때, 서비스에서 맡을 역할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서
비스 역할에는 서비스가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문서화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한 대부분의 경우 권
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역할은 해당 계정 내에서만 액세스를 제공하며 다른 계정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Redshift에서 사용자 대신 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역
할을 생성한 다음 해당 버킷의 데이터를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 단원을 참조하세요.

• Amazon EC2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되고AWS CLI 또는AWS API 요청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임시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내에 액세스 키를 저장할 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
AWS 역할을 할당하고 해당 역할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 연결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에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으며 Amazon EC2 인스
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임시 보안 인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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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
십시오.

•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포털에 대한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인증은 IAM Identity Center에 연결한 
디렉터리에 의해 제어됩니다. 하지만 사용자 포털 내에서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AWS 계정에 대한 
승인은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AWS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해당AW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할당된 사용자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사용 설명서의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참조
하십시오.

• AWS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해당AWS 계정에 대한 적절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사용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설명서의 권한 집합을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제어
AWS Control Tower 리소스나 기타AWS 리소스를 생성, 업데이트, 삭제 또는 나열하려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며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업
을 수행하려면 유효한 액세스 키가 필요합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AWS Control Tower Conalyzer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 (p. 996)
•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사용 (p. 1003)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
모든AWS 리소스는 의 소유이며AWS 계정,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 정
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정 관리자는 IAM 자격 증명(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권한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
다. AWS Lambda 같은 일부 서비스에서도 권한 정책을 리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Note

계정 관리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모범 사례 섹션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또는 역할에 권한을 부여할 책임이 있는 경우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 및 역할, 각 사용자 및 역할에 권
한이 필요한 리소스, 해당 리소스를 운영하기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 특정 작업을 파악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주제
• AWS Control Tower (p. 996)
• 리소스 소유권 정보 (p. 997)
• 리소스 액세스 관리 (p. 997)
• 정책 요소 지정: 작업, 효과, 보안 주체 (p. 1002)
• 정책에서 조건 지정 (p. 1003)

AWS Control Tower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기본 리소스는 landing zone 존입니다. AWS Control Tower는 가드레일이라고도
하는 추가 리소스 유형인 컨트롤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AWS Control Tower의 경우 기존 landing zone 존의 
컨텍스트 내에서만 제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은 하위 리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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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소스 및 하위AWS 리소스에는 다음 예와 같이 고유한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이 연결됩니다.

리소스 소유권 정보
AWS 계정은 리소스를 누가 생성했든 상관없이 계정에서 생성된 리소스를 소유합니다. 특히, 리소스 소유자
는 리소스 생성 요청을 인증하는 보안 주체 엔터티 (즉,AWS 계정 루트 사용자, IAM IAM Identity Center 사용
자, IAM 사용자 또는 IAM 역할) 의AWS 계정입니다. 다음 예에서는 이 계정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 AWS계정의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는 경우,AWS 계정이 리소스 소
유자가 됩니다.AWS

• AWS계정에서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landing zone 설정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 사용
자는 계정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한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nding zone 리소스
는 사용자가 속한AWS 계정이 소유합니다.

• AWS계정에서 landing zone 설정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
람은 누구나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할이 속한AWS 계정이 landing zone 리소스
를 소유합니다.

리소스 액세스 관리
권한 정책은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권한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 가
능한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이 단원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맥락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IAM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IAM 설명서 전체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이란 무엇입니까? 섹션을 참조하세요. IAM 정책 구문과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
서의 AWS IAM 정책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IAM 자격 증명에 연결된 정책을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이라고 합니다. 리소스에 연결된 정책을 리
소스 기반 정책이라고 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만 지원합니다.

주제
•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에 대한 정보 (p. 997)
• 역할 생성 및 권한 할당 (p. 998)
• 리소스 기반 정책 (p. 1002)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에 대한 정보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계정 내 사용자 또는 그룹에 권한 정책 연결 — landing zone 설정과 같은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생
성할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정책을 특정 사용자 또는 해당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 역할에 권한 정책 연결(교차 계정 권한 부여) – 자격 증명 기반 권한 정책을 IAM 역할에 연결하여 교차 계
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AWS 계정의 관리자 (계정 A) 는 다른 계정 (계정 B) 에 교차
AWS 계정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만들거나 관리자가 다른AWS 서비스에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계정 A 관리자는 IAM 역할을 생성하고 계정 A의 리소스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에 권한 정책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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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정 A 관리자는 신뢰 정책을 역할에 연결합니다. 정책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보안 주체로 계정 B를 식
별합니다.

3. 계정 B 관리자는 계정 B의 모든 사용자에게 역할을 맡을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맡으면 계
정 B의 사용자가 계정 A의 리소스를 만들거나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 AWS서비스에 역할을 수임할 수 있는 권한 (권한) 을 부여하려면 트러스트 정책에 지정한 보안 주체가
AWS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역할 생성 및 권한 할당

역할 및 권한을 통해 AWS Control Tower 및 기타AWS 서비스 (프로그래밍 방식 리소스 액세스 포함) 의 리
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려면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권한을 추가합니다.

•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의 사용자 및 그룹:

권한 세트를 생성합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권
한 세트 생성의 지침을 따르세요.

• 자격 증명 공급자를 통해 IAM에서 관리되는 사용자: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위한 역할을 생성합니다. IAM 사용 설명서의 서드 파티 자격 증명 공급자의 역
할 만들기(연합)의 지침을 따르세요.

• IAM 사용자:
• 사용자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생성합니다.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사용자의 역할 생성의 지침을 따

르세요.
• (권장되지 않음) 정책을 사용자에게 직접 연결하거나 사용자를 사용자 그룹에 추가합니다. IAM 사용 설

명서에서 사용자(콘솔)에 권한 추가의 지침을 따르세요.

IAM을 사용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액세스 관리 섹션을 참조하
세요.

Note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는 AdministratorAccess관
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arn:aws:aws::aws:s:aws:s:aws:s:aws:s:aws:aws:aws:aws:aws:aws:AdministratorAccess

AWS 서비스에 대한 역할 생성(IAM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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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AM 콘솔의 탐색 창에서 역할을 선택하고 역할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AWS 서비스 역할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의 사용 사례를 선택합니다. 사용 사례는 서비스에 필요한 신뢰 정책을 포함하기 위해 서비스에서 

정합니다.
5.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가능한 경우 권한 정책에 사용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생성(Create policy)을 선택하

여 새 브라우저 탭을 열고 정책을 새로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정책 생
성을 참조하세요.

7. 정책을 생성하면 탭을 닫고 원래 탭으로 돌아갑니다. 서비스에게 부여하려는 권한 정책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사용 사례에 따라 서비스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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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서 역할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제한된 권한 세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권한 중에서 선택합니다.
• 지금은 정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책을 생성한 다음 역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8. (선택 사항) 권한 경계로서 설정됨. 이는 서비스 역할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연결 역할에는 사용
할 수 없는 고급 기능입니다.

권한 경계(Permissions boundary) 섹션을 열고 최대 역할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권한 경계 사용(Use a 
permissions boundary to control the maximum role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IAM은 계정의 AWS 관
리형 또는 고객 관리형 정책 목록을 포함합니다. 권한 경계를 사용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거나 정책 생
성을 선택하여 새 브라우저 탭을 열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
서에서 IAM 정책 생성을 참조하세요. 정책을 생성하면 탭을 닫고 원래 탭으로 돌아와 권한 경계에 사용
할 정책을 선택합니다.

9.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10. 역할 이름의 경우 역할 이름 사용자 지정 수준은 서비스에서 정합니다. 서비스에서 역할 이름을 정한 경

우 이 옵션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역할에 대한 접두사를 정의하고 사용자가 
선택적 접미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역할의 전체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이 역할의 목적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 이름이나 역할 이름 접미사를 입력합
니다. 역할 이름은 AWS 계정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역할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PRODROLE과 prodrole이라는 역할을 모두 생성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엔터티가 역할을 참조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역할이 생성된 후에는 역할 이름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11. (선택 사항) 설명(Description)에 새 역할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2. 1단계: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 선택(Step 1: Select trusted entities) 또는 2단계: 권한 선택(Step 2: Select 

permissions)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하여 역할에 대한 사용 사례와 권한을 편집합니다.
13. (선택 사항) 태그를 키-값 페어로 연결하여 메타데이터를 역할에 추가합니다. IAM에서 태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리소스에 태그 지정을 참조하세요.
14. 역할을 검토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JSON 정책 편집기를 사용하여 정책을 생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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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왼쪽의 탐색 열에서 정책을 선택합니다.

정책(Policies)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경우 관리형 정책 소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시작하기(Get 
Started)를 선택합니다.

3. 페이지 상단에서 정책 생성을 선택합니다.
4. JSON 탭을 선택합니다.
5. JSON 정책 문서를 입력하거나 붙여 넣습니다. IAM 정책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참조를 참조하세요.
6. 정책 검증 동안 생성된 모든 보안 경고, 오류 또는 일반 경고를 해결한 다음 정책 검토(Review policy)를 

선택합니다.

Note

언제든지 Visual editor(시각적 편집기) 및 JSON 탭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수행
하거나 시각적 편집기(Visual editor) 탭에서 정책 검토(Review policy)를 선택한 경우 IAM은 시
각적 편집기에 최적화되도록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정책 재구성을 참조하세요.

7. 정책 검토 페이지에서 생성하려는 정책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정책 요약을 검토하여 
정책이 부여한 권한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정책 생성(Create policy)을 선택하여 작업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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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편집기를 사용하여 정책을 생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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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왼쪽의 탐색 창에서 정책(Policies)을 선택합니다.

정책(Policies)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경우 관리형 정책 소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시작하기(Get 
Started)를 선택합니다.

3. [정책 생성(Create policy)]을 선택합니다.
4. 시각적 편집기(Visual editor) 탭에서 서비스 선택(Choose a service)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정책에

AWS 서비스 추가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상단의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목록 결과를 제한할 수 있
습니다. 시각적 편집기 권한 블록 내에서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추가 권한 추가를 선택하여 여러 권한 블록을 추가합니다.

5. Select actions(작업 선택)을 선택한 다음 정책에 추가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시각적 편집기는 이전 단계
에서 선택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을 보여줍니다.

작업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란을 사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모든 작업을 선택하거나 사전 정의된 액세스 레벨 중 하나에서 모든 
작업을 선택합니다.

• 각 액세스 레벨 그룹을 확장하여 개별 작업을 선택합니다.
• 작업 추가 (add actions) 를 선택하여 특정 작업을 입력하거나 와일드카드 (*) 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작업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정책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작업을 허용합니다. 대신 선택한 작업을 거부하려면
Switch to deny permissions(권한 거부로 전환)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IAM은 거부하기 때문에, 보
안 모범 사례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작업과 리소스에만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리스팅 허
용”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문 또는 정책에서 별도로 허용되는 권한을 재정의하려는 경우에만 권한을 거
부 (“리스팅 거부”) 하는 JSON 문을 생성해야 합니다. 권한 거부의 수가 늘어나면 권한 문제를 해결하기
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작업이 특정 리소스 선택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리소스가 자동으로 선택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 섹션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리소스 수준 권한을 지원하는 작업을 하나 이상 선택하면 시각적 편집기에 해당 리소스가 나열됩니다. 
그런 다음 리소스를 선택하여 정책에 대한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dd ARN(ARN 추가)를 선택하여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값을 입력하는 대신 모두 선
택을 선택하여 지정된 설정의 값에 대한 권한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읽기
액세스 레벨 그룹을 선택하면 정책의 작업이 instance 리소스 유형을 지원합니다. 리소스의 지역,
계정 및 InstanceId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정 ID를 제공하지만 리전 및 인스턴스 ID에 대해 모두 선
택을 선택한 경우 정책은 계정의 모든 인스턴스에 대해 권한을 부여합니다.

• Add ARN(ARN 추가)를 선택하여 Amazon 리소스 이름(ARN)별로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ARN 필드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각 콜론 쌍 사이).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 리소스 섹션의 맨 오른쪽에서 [Any] 를 선택하여 특정 유형의 리소스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 All resources(모든 리소스)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7. (선택 사항) Specify request conditions(optional)(요청 조건 지정(선택 사항))를 선택하여 생성하는 정책
에 조건을 추가합니다. 조건은 JSON 정책 문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 범위 내에 사용
자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리소스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Multi-Factor Authentication(MFA)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인증되어야 하는지 또는 요청이 특정 IP 주소 범위 내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
책 조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컨텍스트 키의 목록을 보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의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AW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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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란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선택합니다.
• 조건 추가를 선택하여 다른 조건을 지정합니다. 조건 키, 구분자 및 연산자를 선택한 다음 값을 입력합

니다. 값을 두 개 이상 추가하려면 Add new value(새 값 추가)를 선택합니다. 해당 값이 논리적 "OR" 
연산자로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추가를 선택합니다.

조건을 두 개 이상 추가하려면 다시 조건 추가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반복합니다. 각 조건은 이 시
각적 편집기 권한 블록 하나에만 적용됩니다. 권한 블록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모든 조건이 true
여야 합니다. 즉, 이들 조건이 논리적 "AND" 연산자로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건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조건을 참조하세요.
8. 권한 블록을 더 추가하려면 추가 권한 추가를 선택합니다. 각 블록에 대해 2~5단계를 반복합니다.
9. 작업이 완료되면 [Review policy]를 선택합니다.

Note

언제든지 Visual editor(시각적 편집기) 및 JSON 탭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을 수행
하거나 시각적 편집기(Visual editor) 탭에서 정책 검토(Review policy)를 선택한 경우 IAM은 시
각적 편집기에 최적화되도록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정책 재구성을 참조하세요.

10. 정책 검토 페이지에서 생성하려는 정책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정책 요약을 검토하여 
의도한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정책 생성을 선택하여 새 정책을 저장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사용자가 AWS Management Console 외부에서 AWS와 상호 작용하려면 프로그래밍 방식의 액세스가 필요
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를 부여하는 방법은 AWS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에게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To By

작업 인력 ID

(IAM Identity Center에서 관리되
는 사용자)

임시 보안 인증 정보로 AWS CLI, 
AWS SDK 또는 AWS API에 대한 
프로그래밍 요청에 서명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
한 지침을 따릅니다.

• AWS CLI에 대해서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을 사용하도록 
AWS CLI 구성을 참조하세요.

• AWS SDK, 도구,AWS API에 대
해서는 AWS SDK 및 도구 참조 
가이드에서 IAM Identity Center 
인증을 참조하세요.

IAM 임시 보안 인증 정보로 AWS CLI, 
AWS SDK 또는 AWS API에 대한 
프로그래밍 요청에 서명합니다.

IAM 사용 설명서의 AWS 리소스
와 함께 임시 보안 인증 정보 사
용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세요.

IAM (권장되지 않음)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
한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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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To By

장기 보안 인증 정보로 AWS CLI, 
AWS SDK 또는 AWS API에 대한 
프로그래밍 요청에 서명합니다.

• AWS CLI에 대해서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에서 IAM 사용자 보안 인
증 정보를 사용한 인증을 참조
하세요.

• AWS SDK와 도구에 대해서는
AWS SDK 및 도구 참조 가이
드에서 장기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한 인증을 참조하세요.

• AWS API에 대해서는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사용자의 액세
스 키 관리를 참조하세요.

공격자로부터 보호

다른AWS 서비스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공격자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
십시오역할 신뢰 관계를 위한 선택적 조건 (p. 86). 정책에 특정 조건을 추가하면 특정 유형의 공격 (예: 혼동
된 대리인 공격이라고 함) 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개체가 권한 수준이 더 높은 
엔티티에게 서비스 간 사칭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책 조건에 대한 일반 정
보는 을 참조하십시오정책에서 조건 지정 (p. 1003).

AWS Control Tower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
요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사용 (p. 1003). 사용자, 그룹, 역할 및 권
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자격 증명(사용자, 그룹 및 역할)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기반 정책
Amazon S3과 같은 다른 서비스도 리소스 기반 권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을 S3 버킷에 연결
하여 해당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정책 요소 지정: 작업, 효과, 보안 주체
현재 AWS Control Tower에는 landing zone 설정을 위한 API가 없으며 제어 관리용으로만 사용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해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려면 
IAM 정책에 정의된 관리자 권한이 있는 IAM 사용자여야 합니다.

정책에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리소스 – 정책에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여 정책을 적용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AWS Control Tower (p. 996)을 참조하세요.

• 작업 – 작업 키워드를 사용하여 허용 또는 거부할 리소스 작업을 식별합니다.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에서 정의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 결과 –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의 결과를 지정합니다. 이는 허용 또는 거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허용)하지 않는 경우, 액세스는 묵시적으로 거부
됩니다. 다른 정책에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
기 위해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보안 주체 —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에서 정책이 연결되는 사용자는 암시적인 보안 주체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의 경우 사용자, 계정, 서비스 또는 권한의 수신자인 기타 개체를 지정합니다(리소스 기반 
정책에만 해당). AWS Control Tower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AM 정책 구문과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IAM 정책 참조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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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조건 지정
권한을 부여할 때 IAM 정책 언어를 사용하여 정책이 적용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 이후에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언어에서의 조건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
서의 조건을 참조하세요.

조건을 표시하려면 미리 정의된 조건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만 적용되는 조건 
키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AWS 차원의 조건 키는 있습니다. AWS 전체 키의 전체 
목록은 IAM 사용 설명서의 사용 가능한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교차 서비스 사칭 방지
AWS에서는 교차 서비스 가장으로 인해 혼동된 대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
를 호출하는 경우 한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를 조작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고객의 리
소스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교차 서비스 사칭이 발생합니다. 이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에서는 데이터
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AWS 제공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서비스만 계정의 리소스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있는aws:SourceArn 및aws:SourceAccount 조건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가 다른 서비
스에 부여한 리소스 액세스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나의 리소스만 교차 서비스 액세스와 연결되게 하려는aws:SourceArn 경우에 사용합니다.
• aws:SourceAccount해당 계정의 모든 리소스가 교차 서비스 사용과 연결되게 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

다.
• aws:SourceArn값에 Amazon S3 버킷의 ARN과 같은 계정 I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두 조건을 모

두 사용하여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 두 조건을 모두 사용하고aws:SourceArn 값에 계정 ID가 포함된 경우aws:SourceAccount 값과 값의 

계정이 동일한 정책 문에서 사용될 때 동일한 계정 ID를 표시해야 합니다.aws:SourceArn

자세한 정보와 지침은 역할 신뢰 관계를 위한 선택적 조건 (p. 86)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사용
이 주제에서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예를 통해 계정 관리자가 권한 정책을 IAM 자격 증명 (즉, 그룹 및 역
할) 에 연결하고 이 과정을 통해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
여 줍니다.

Important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기본 개념과 옵션 설명이 나온 소
개 주제 부분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 (p. 996)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
AWS Control Tower 타워는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세 가지 역할을 생성합니다. 콘솔 액세스
를 허용하려면 세 가지 역할 모두 필요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권한을 세 가지 역할로 분할하여 최소
한의 작업 및 리소스 세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모범 사례입니다.

세 가지 필수 역할

• AWSControlTowerAdmin 역할 (p. 1004)
• AWSControlTowerStackSetRole (p. 1007)
• AWSControlTowerCloudTrailRole (p.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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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할에 대한 역할 신뢰 정책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역할 신뢰 관계
를 위한 선택적 조건 (p. 86)을 참조하세요.

AWSControlTowerAdmin 역할
이 역할을 통해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유지 관리에 중요한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ControlTowerAdmin역할에는 연결된 관리형 정책과 IAM 역할에 대한 역할 신뢰 정책이 필요합니다.
역할 신뢰 정책은 역할을 수임할 수 있는 보안 주체를 지정하는 리소스 기반 정책입니다.

이 역할에 대한 관리형 정책: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AWS관리형 정책은 스택AWS CloudFormation 세트 및 스택 인스턴
스,AWS CloudTrail 로그 파일, AWS Control Tower 타워용 구성 애그리게이터,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서 관리하는AWS Organizations 계정 및 조직 단위 (OU) 와 같은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
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합니다.

이 관리형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는 표에 요약되어AWS Control Tower 의 관리형 정책 (p. 1009) 있습니다.

관리형 정책 이름: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의 JSON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아티팩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CreateStack", 
                "cloudformation:CreateStackInstances", 
                "cloudformation:CreateStackSet", 
                "cloudformation:DeleteStack", 
                "cloudformation:DeleteStackInstances", 
                "cloudformation:DeleteStackSet", 
                "cloudformation:DescribeStackInstance",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cloudformation:DescribeStackSet", 
                "cloudformation:DescribeStackSetOperation", 
                "cloudformation:ListStackInstances", 
                "cloudformation:UpdateStack", 
                "cloudformation:UpdateStackInstances", 
                "cloudformation:UpdateStackSet" 
            ], 
            "Resource": [ 
                "arn:aws:cloudformation:*:*:type/resource/AWS-IAM-Role" 
            ] 
        }, 
        { 
            "Effect": "Allow", 
            "Action": [ 
                "account:EnableRegion", 
                "account:ListRegions", 
                "account:GetRegionOptStatu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cloudformation:CreateStack", 
                "cloudformation:CreateStack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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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udformation:CreateStackSet", 
                "cloudformation:DeleteStack", 
                "cloudformation:DeleteStackInstances", 
                "cloudformation:DeleteStackSet", 
                "cloudformation:DescribeStackInstance", 
                "cloudformation:DescribeStacks", 
                "cloudformation:DescribeStackSet", 
                "cloudformation:DescribeStackSetOperation", 
                "cloudformation:GetTemplate", 
                "cloudformation:ListStackInstances", 
                "cloudformation:UpdateStack", 
                "cloudformation:UpdateStackInstances", 
                "cloudformation:UpdateStackSet" 
            ], 
            "Resource": [ 
                "arn:aws:cloudformation:*:*:stack/AWSControlTower*/*", 
                "arn:aws:cloudformation:*:*:stack/StackSet-AWSControlTower*/*", 
                "arn:aws:cloudformation:*:*:stackset/AWSControlTower*:*", 
                "arn:aws:cloudformation:*:*:stackset-target/AWSControlTower*/*" 
            ] 
        }, 
        { 
            "Effect": "Allow", 
            "Action": [ 
                "cloudtrail:CreateTrail", 
                "cloudtrail:DeleteTrail", 
                "cloudtrail:GetTrailStatus", 
                "cloudtrail:StartLogging", 
                "cloudtrail:StopLogging", 
                "cloudtrail:UpdateTrail", 
                "cloudtrail:PutEventSelectors",  
                "logs:CreateLogStream", 
                "logs:PutLogEvents", 
                "logs:PutRetentionPolicy" 
            ], 
            "Resource": [ 
                "arn:aws:logs:*:*:log-group: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arn:aws:cloudtrail:*:*:trail/aws-controltower*" 
            ]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aws-controltower*/*" 
            ] 
        }, 
        { 
            "Effect": "Allow", 
            "Action": [ 
                "sts:AssumeRole" 
            ], 
            "Resource":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arn:aws:iam::*:role/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 
        }, 
        { 
            "Effect": "Allow", 
            "Action": [ 
                "cloudtrail:DescribeTrails", 
                "ec2:DescribeAvailabilityZones", 
                "iam:ListRoles", 
                "logs:CreateLog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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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s:DescribeLogGroups", 
                "organizations:CreateAccount",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organizations:DescribeCreateAccountStatus",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alUnit", 
                "organizations:DescribePolicy",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ListAccountsForParent", 
                "organizations:ListAWSServiceAccessForOrganization", 
                "organizations:ListChildren", 
                "organizations:ListOrganizationalUnitsForParent", 
                "organizations:ListParents", 
                "organizations:ListPoliciesForTarget", 
                "organizations:ListTargetsForPolicy", 
                "organizations:ListRoots", 
                "organizations:MoveAccount", 
                "servicecatalog:AssociatePrincipalWithPortfolio"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iam:GetRole", 
                "iam:GetUser", 
                "iam:ListAttachedRolePolicies", 
                "iam:GetRolePolicy"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iam:PassRole" 
            ], 
            "Resource": [ 
                "arn:aws:iam::*:role/service-role/AWSControlTowerStackSetRole", 
                "arn:aws:iam::*:role/service-role/AWSControlTowerCloudTrailRole", 
                "arn:aws:iam::*:role/service-role/
AWSControlTowerConfigAggregatorRoleForOrganizations" 
            ] 
        }, 
        { 
            "Effect": "Allow", 
            "Action": [ 
                "config:DeleteConfigurationAggregator", 
                "config:PutConfigurationAggregator", 
                "config:TagResource"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aws:ResourceTag/aws-control-tower": "managed-by-control-tower" 
                } 
            } 
        }, 
        { 
            "Effect": "Allow", 
            "Action": [ 
                "organizations:EnableAWSServiceAccess", 
                "organizations:DisableAWSServiceAccess" 
            ], 
            "Resource": "*", 
            "Condition": { 
                "StringLi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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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s:ServicePrincipal": [ 
                        "config.amazonaws.com", 
                        "cloudtrail.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AWSServiceName": "cloudtrail.amazonaws.com" 
                } 
            } 
        } 
    ]
}                          
                 

역할 신뢰 정책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controltower.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 
  ]
}     

인라인 정책은AWSControlTowerAdminPolicy 다음과 같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ec2:DescribeAvailabilityZones", 
            "Resource": "*", 
            "Effect": "Allow" 
        } 
    ]
}

AWSControlTowerStackSetRole
AWS CloudFormation이 역할을 맡아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계정에 스택 세트를 배포합니다. 
인라인 정책: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ts:Assume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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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 [ 
                "arn:aws:iam::*:role/AWSControlTowerExecution" 
            ], 
            "Effect": "Allow" 
        } 
    ]
}

AWSControlTowerCloudTrailRole
AWS Control Tower는 모범 CloudTrail 사례로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loudTrail. 
CloudTrail이 역할을 맡아 CloudTrail 로그를 만들고 게시합니다. 인라인 정책: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logs:CreateLogStream", 
            "Resource": "arn:aws:logs:*:*:log-group: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Effect": "Allow" 
        }, 
        { 
            "Action": "logs:PutLogEvents", 
            "Resource": "arn:aws:logs:*:*:log-group: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Effect": "Allow" 
        } 
    ]
}

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 요구 사항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려면 동일한 조직 내에서 지정된 블루프린트 허브 계정에
서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을 생성해야 합니다.

역할 이름

역할 이름은 이어야 합니다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 신뢰 정책

역할은 다음 주도자를 신뢰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 관리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는 보안 주체.
• 관리 계정에서의AWSControlTowerAdmin 역할.

다음 예는 최소 권한 신뢰 정책을 보여 줍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arn:aws:iam::ManagementAccountId:role/AWSControlTowerAdmin",  
                    "arn:aws:iam::ManagementAccountId:role/YourControlTowerUserRole" 
                ] 
            }, 
            "Action": "sts:Assume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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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 
        } 
    ]
}

역할 권한

관리형 정책을 역할에 AWSServiceCatalogAdminFullAccess연결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의 관리형 정책
AWS는 AWS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독립형 IAM 정책을 제공하여 많은 일반 사용 사례를 처리합니다. 관리
형 정책은 사용자가 필요한 권한을 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일반 사용 사례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변경 사항 설명 날짜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p. 1004)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AWS 
ControlGetRegionOptStatus
Tower는 landing zone 존
의 고객 계정 (관리AWS 계
정EnableRegionListRegions, 
로그 아카이브 계정, 감사 계정, 
OU 멤버 계정) 에서 옵트인을
AWS 리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및 계정 관리 서비스에서 구
현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새로
운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고객이 AWS 
Control Tower의 리전 거버넌스
를 옵트인 리전으로 확장할 수 있
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
니다.

2023년 4월 6일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p. 1004)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는 하나 
이상의 Service Catalog 제품
에 저장된 사전 정의된 청사
진을 포함하는 조직의 전용 
계정인 블루프린트 (허브) 계
정에서 AWS Control Tower
가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세 가지 작업, 
즉 Service Catalog 포트폴리
오 생성, 요청된 청사진 제품 추
가, 계정 프로비저닝 시 요청
된 멤버 계정에 포트폴리오 공
유라는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하
는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고객이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맞춤형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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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p. 1004)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버전 3.0부터 고객이 조직 수
준의AWS CloudTrail 트레일을 설
정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추가
했습니다.

조직 기반 CloudTrail 기능을 사용
하려면 고객이 CloudTrail 서비스
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해야 하며, IAM 사용자 또
는 역할에는 관리 계정에서 조직 
수준의 트레일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20일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p. 1004)
- 기존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고객
이 KMS 키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
는 새로운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KMS 기능을 통해 고객은 자체 
KMS 키를 제공하여 CloudTrail 
로그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landing zone 업데
이트 또는 수리 중에 KMS 키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KMS 
키를 업데이트할 때는AWS 
CloudTrailPutEventSelector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
한이AWS CloudFormation 
필요합니다. 정책 변경은
AWSControlTowerAdmin역
할이AWS 
CloudTrailPutEventSelector
API를 호출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7월 28일

AWS Control Tower AWS Control Tower가AWS 관리
형 정책에 대한 변경 사항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AWS Control Tower에 대한 규정 준수 확인
AWS Control Tower는 조직이 제어 및 모범 사례를 통해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잘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또한 서드 파티 감사자는 여러 규정AWS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landing zone 존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SOC, PCI, FedRAMP, HIPAA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 범위에 속하는 AWS 서비스의 목록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AWS 범위 내 서비
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사용 설
명서의 AWSArtifact에서 보고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는 경우의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의 규정 준수 목표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규정 준수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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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 – 이 배포 안내서에서는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AWS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술 백서 아키텍팅 - 이 백서는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여 HIPAA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사용자의 업계와 위치에 해당할 수 있는 워크북 및 안내서 모음입니다.
• AWS Config – 이 AWS 서비스로 리소스 구성이 내부 관행, 업계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AWS Security Hub - 이 AWS 서비스는 보안 산업 표준 및 모범 사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WS 내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AWS Control Tower 의 복원성
AWS 글로벌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복성을 갖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으로 중단 없이 가용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
은 기존의 단일 또는 다중 데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AWS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 미국 동부(오하이오)
• 미국 서부(오레곤)
• 캐나다(중부) 리전
•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 Asia Pacific (Singapore) Region
• 유럽(프랑크푸르트) 리전
• 유럽(아일랜드)
• 유럽(런던) 리전
• 유럽(스톡홀름) 리전
•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리전
• 아시아 태평양(서울) 리전
• Asia Pacific (Tokyo) Region
• 유럽(파리) 리전
• South America (São Paulo) Region

홈 지역은 landing zone 존이AWS 설정된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의 인프라 보안
AWS Control Tower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설명된AWS 글로벌 네트워크 보
안 절차로 보호됩니다.

AWS게시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landing zone 내의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전송 계층 보안(TLS) 1.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클
라이언트는 Ephemeral Diffie-Hellman(DHE) 또는 Elliptic Curve Ephemeral Diffie-Hellman(ECDHE)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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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전달 완전 보안, Perfect Forward Secrecy)가 포함된 암호 제품군도 지원해야 합니다. Java 7 이상의 최
신 시스템은 대부분 이러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청은 액세스 키 ID 및 IAM 주체와 관련된 보안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을 설정하여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워크로드에 추가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연습: AWS Firewall Manag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보안 그룹 설
정 (p. 1035)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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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타워의 로깅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인시던트를 대비 및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은 잘 설계된 AWS 
Control Tower의 특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는 로그 파일에 저장되므로 로깅
과 모니터링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입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생성되는 공유 계정 중 하나가 로그 아카이브 계정입니다. 이 계정은 다른 모든 
계정의 로그를 포함하여 모든 로그를 중앙에서 수집하는 전용 계정입니다. 관리자와 감사자는 이러한 로그 
파일을 통해 발생한 작업 및 이벤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다중 지점 실패를 보다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AWS 설정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모니터링 데이터
를 수집해야 합니다. AWS는 landing zone 영역으로부터 리소스와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
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어 상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해당 상태를 한 눈에 확
인할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에서 프로비저닝한 계정의 상태와 상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로깅

AWS Control Tower는 및 와의 통합을 통해 작업AWS CloudTrail 및AWS Config 이벤트를 자동으로 로깅하
고 기록합니다 CloudWatch.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과 조직 구성원 계정에서의 작업을 비롯한 모든 
작업이 기록됩니다. 관리 계정 작업 및 이벤트는 콘솔의 활동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 아카이브 파
일에서 회원 계정 활동 및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활동 페이지

활동 페이지에서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 작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AWS Control Tower 활
동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왼쪽 내비게이션에서 활동을 선택합니다.

활동 페이지에는 관리 계정에서 시작된 모든 AWS Control Tower 작업이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탐색할 때 자동으로 기록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활동 페이지에 표시되는 필
드입니다.

• Date and time(날짜 및 시간): 활동에 대한 타임스탬프입니다.
• User(사용자): 활동을 시작한 개인 또는 계정입니다.
• Action(작업): 발생한 활동입니다.
• Resources(리소스): 활동의 영향을 받는 리소스입니다.
• Status(상태): 활동의 성공, 실패 또는 기타 상태입니다.
• Description(설명): 활동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활동 페이지에 표시된 활동은 AWS AWS Control Tower Tower의 AWS CloudTrail 이벤트 로그에 보고된 것
과 동일하지만 표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특정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에서 활동을 선택한 다음 세
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AWS Control Tower에서의 모니터링 및 로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제

• 모니터링(Monitoring)  (p. 1014)
• 를 통한 AWS Control Tower 작업 로깅AWS CloudTrail (p. 1014)
• AWS Control Tower (p.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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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Monitoring)

모니터링(Monitoring)
모니터링은 AWS Control Tower 및 기타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
입니다. AWS는 AWS Control Tower 를 관찰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고하고, 적절한 경우 자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합니다.

• Amazon은AWS 리소스와AWS 에서 실시간으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CloudWatch 모니터링합니다. 
지표를 수집 및 추적하고,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표가 지정한 임계값에 도달
하면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서 Amazon EC2 인
스턴스의 Amazon EC2 인스턴스의 Amazon EC2 인스턴스의 Amazon EC2 인스턴스의 Amazon EC2 인
스턴스의 Amazon EC2 인스턴스의 Amazon EC2 인스턴스의 Amazon EC2 인스턴스의 Amazon EC2 인
스턴스의 Amazon EC2 인스턴스의 CloudWatch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 Amazon CloudWatch Events는AWS 리소스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시스템 이벤트의 스트림을 거의 실시
간으로 제공합니다. CloudWatch Events는 특정 이벤트를 감시하는 규칙을 작성하고 이러한 이벤트가 발
생할 때 다른AWS 서비스에서 자동화된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된 이벤트 기반 컴퓨팅이 가
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Event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mazon CloudWatch Logs로 Amazon EC2 인스턴스, 기타 소스의 로그 파일을 모니터링, 저장 및 기타 소
스의 로그 파일을 모니터링 CloudTrail, 저장 및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로그는 로그 파일의 정
보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내구력 있는 스토리
지에 로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Log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AWS CloudTrail은 직접 수행하거나 AWS 계정을 대신하여 수행한 API 호출 및 관련 이벤트를 캡처하고 지
정한 Amazon S3 버킷에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어떤 사용자 및 계정이 AWS를 호출했는지, 어떤 소스 
IP 주소에 호출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호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CloudWatch 로그 및 CloudWatch 로그 인사이트를 통해 계정의 CloudTrail 활동을 보고 쿼리할 수 있습니
다. 이 활동에는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CloudWatch로그 기능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쿼리를 수행할 수 CloudTrail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를 통한 AWS Control Tower 작업 로깅AWS CloudTrail (p. 1014) 단원을 참조하세요.

를 통한 AWS Control Tower 작업 로깅AWS 
CloudTrail

AWS Control Tower To의 사용자AWS CloudTrail, 역할,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의 레코드를 제공하는AWS 서
비스인 와 (과) 통합됩니다. CloudTrail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작업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추적을 생
성하면 AWS Control Tower To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한 CloudTrail 이벤트를 비롯하여 Amazon S3 버킷으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이벤트 기록 에서 CloudTrail 콘솔의 최신 이벤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에서 수집
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To에 수행된 요청,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

구성 및 사용 방법을 CloudTrail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용 AWS CloudTrail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CloudTrail
CloudTrail 은 계정 생성 시AWS 계정에서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AWS Control Tower To에서 발생하면, 해
당 활동이 Event history ( CloudTrail 이벤트 기록) 의 다른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이벤트에 기록됩니다. 
AWS 계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기록에서 이벤
트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Cloud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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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CloudTrail

Note

landing zone 버전 3.0 이전의 AWS Control Tower 릴리스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멤버 
계정 트레일을 생성했습니다. 릴리스 3.0으로 업데이트하면 CloudTrail 트레일이 조직 트레일로 업
데이트됩니다. 트레일 간 이동에 대한 모범 사례는 CloudTrail 사용 설명서의 조직 트레일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권장 사항: 트레일 생성

AWS Control Tower To의 이벤트를 포함하여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는 경우 추적을 생
성합니다. 추적은 Amazon S3 CloudTrail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
를 로깅하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
하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추적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
• CloudTrail 비용 관리
• CloudTrail 지원되는 서비스 및 통합
• 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 CloudTrail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파일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파일 파일 받기

AWS Control Tower To에 다음 작업을 이벤트로 CloudTrail 로그합니다.

퍼블릭 API

• DisableControl
• EnableControl
• GetControlOperation
• ListEnabledControls

기타 API

• SetupLandingZone
• UpdateAccountFactoryConfig
• ManageOrganizationalUnit
• CreateManagedAccount
• EnableGuardrail
• GetLandingZoneStatus
• GetHomeRegion
• ListManagedAccounts
• DescribeManagedAccount
• DescribeAccountFactoryConfig
• DescribeGuardrailForTarget
• DescribeManagedOrganizationalUnit
• ListEnabledGuardrails
• ListGuardrailViolations
• ListGuard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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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WS Control Tower 로그 파일 항목

• ListGuardrailsForTarget

• ListManagedAccountsForGuardrail

• ListManagedAccountsForParent

• ListManagedOrganizationalUnits

• ListManagedOrganizationalUnitsForGuardrail

• GetGuardrailComplianceStatus

• DescribeGuardrail

• ListDirectoryGroups

• DescribeSingleSignOn

• DescribeCoreService

• GetAvailableUpdates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증명 정보를 이용하
면 다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루트로 했는지 아니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 역할 또는 페더레이션 사용자에 대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 다른 AWS 서비스에서 요청했는지 여부.
• 요청이 액세스 거부로 거부되었는지 또는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예: AWS Control Tower 로그 파일 항목
추적이란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로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모든 소스로부터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CloudTrail 이벤트는 로그 파일
에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는 작업을 시작한 사용자의 ID 기록을 포함하여SetupLandingZone AWS Control Tower 이벤트
에 대한 일반적인 로그 파일 항목의 구조를 보여주는 로그 항목을 보여줍니다. CloudTr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IDACKCEVSQ6C2EXAMPLE:backend-test-assume-role-session", 
    "arn": "arn:aws:sts::76543EXAMPLE;:assumed-role/AWSControlTowerTestAdmin/backend-test-
assume-role-session", 
    "accountId": "76543EXAMPLE",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18-11-20T19:36:11Z"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IDACKCEVSQ6C2EXAMPLE", 
        "arn": "arn:aws:iam::AKIAIOSFODNN7EXAMPLE:role/AWSControlTowerTestAdmin", 
        "accountId": "AIDACKCEVSQ6C2EXAMPLE", 
        "userName": "AWSControlTowerTest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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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리소스 변경 모니터링AWS Config

    } 
  }, 
  "eventTime": "2018-11-20T19:36:15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SetupLandingZone",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Coral/Netty4", 
  "errorCode": "InvalidParametersException", 
  "errorMessage": "Home region EU_CENTRAL_1 is unsupported", 
  "requestParameters": { 
    "homeRegion": "EU_CENTRAL_1", 
    "logAccountEmail": "HIDDEN_DUE_TO_SECURITY_REASONS", 
    "sharedServiceAccountEmail": "HIDDEN_DUE_TO_SECURITY_REASONS", 
    "securityAccountEmail": "HIDDEN_DUE_TO_SECURITY_REASONS", 
    "securityNotificationEmail": "HIDDEN_DUE_TO_SECURITY_REASONS"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96f47b68-ed5f-4268-931c-807cd1f89a96", 
  "eventID": "4ef5cf08-39e5-4fdf-9ea2-b07ced506851", 
  "eventType": "AwsApiCall", 
  "recipientAccountId": "76543EXAMPLE"
} 
   

를 통한 리소스 변경 모니터링AWS Config
AWS Control Tower는 등록된 모든AWS Config 계정에서 사용을 지원하므로 탐지 제어를 통해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리소스 변경을 기록하고, 리소스 변경 로그를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버전이 3.0 이전인 경우: 등록된 계정에 대해 계정이 운영되는 모든 지역에 대한 모든 리소스 변
경 사항을AWS Config 기록합니다. 각 변경은 구성 항목 (CI) 으로 모델링되며, 구성 항목 (CI) 에는 리소스 식
별자, 지역, 각 변경 내용이 기록된 날짜, 알려진 리소스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새로 발견된 리소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landing zone 버전이 3.0 이상인 경우: AWS Control Tower는 IAM 사용자, 그룹, 역할 및 고객 관리 정책과 같
은 글로벌 리소스에 대한 기록을 홈 리전으로만 제한합니다. 글로벌 리소스 변경 사본이 모든 지역에 저장되
지는 않습니다. 리소스 기록의 이러한 제한은AWS Config 모범 사례를 준수합니다. 글로벌 리소스의 전체 목
록은AWS Config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AWS Config 알아보려면 AWS Config작동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 지원AWS Config 가능한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리소스 목록은 지원되는

• AWS Control Tower 환경에서 리소스 추적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AWS Control 
Tower의 AWS Config리소스 추적 사용자 지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등록된 모든 계정에AWS Config 전송 채널을 설정합니다. 이 전송 채널을 통해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기록된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하여AWS Config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버킷
의 폴더에 저장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AWS Config 비용 관리
이 섹션에서는 AWS Control Tower 계정의 리소스 변경 사항을AWS Config 기록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때 관련 비용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AWS Config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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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계정의AWS Config 레코더 데이터 보기

Note

landing zone 버전이 3.0 이상인 경우: AWS Control Tower는 IAM 사용자, 그룹, 역할 및 고객 관리 
정책과 같은 글로벌 리소스에 대한AWS Config 기록을 홈 리전으로만 제한합니다. 따라서 이 섹션
의 일부 정보는 landing zone 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WS Config계정이 운영되는 각 지역의 각 리소스에 대한 각 변경 사항을 구성 항목 (CI) 으로 기록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AWS Config생성한 각 구성 항목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AWS Config운영 방식

AWS Config각 지역의 리소스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IAM 역할과 같은 일부 글로벌 리소스는 지역당 한 번씩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5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등록 계정에서 새 IAM 역할을 생성하면 는 각 지역마다 하나
씩 5개의 CI를AWS Config 생성합니다. Route 53 호스팅 영역과 같은 기타 글로벌 리소스는 모든 지역에서 
한 번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계정에서 새 Route 53 호스팅 영역을 생성하면 는 해당 계정에 대해 
선택한 지역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CI를AWS Config 생성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리소스를 구분하는 데 도움
이 되는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동일한 리소스가 여러 번 기록됩니다. (p. 1019).

Note

AWS Control Tower와AWS Config 연동되는 경우 리전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의해 관리되
거나 관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정이 해당 리전에서 운영되는 경우AWS Config 여전히 변경 사항
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리소스에서 두 가지 유형의 관계를 감지합니다.

AWS Config자원 간의 직접 관계와 간접 관계를 구분합니다. 리소스가 다른 리소스의 Describe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 경우 해당 리소스는 직접적인 관계로 기록됩니다. 다른 리소스와 직접적인 관계로 리소스를 변경할 
때 두 리소스에 대한 CI를 만들지AWS Config 않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인스턴스를 생성했는데 API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 
Amazon EC2 인스턴스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AWS Config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
라서AWS Config CI는 하나만 생성합니다.

AWS Config간접 관계인 자원 관계에 대한 별도의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그룹을AWS 
Config 생성하고 보안 그룹에 속한 연결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추가하면 두 개의 CI가 생성됩니다.

직접 및 간접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와 관련된 직접 및 간접 관계란 무엇입니까? 를 참조하십시
오.

AWS Config설명서에서 리소스 관계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정의AWS Config 레코더 데이터 보기
AWS Config와 CloudWatch 통합되어 대시보드에서AWS Config CI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메트릭을 참조하세요.AWS Config

프로그래밍 방식으로AWS Config 데이터를 보려면AWS CLI를 사용하거나 다른AWS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특정 리소스의AWS Config 레코더 데이터 쿼리
AWSCLI를 사용하여 리소스의 최신 변경 사항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록 명령:

• aws configservice get-resource-config-history --resource-type RESOURCE-TYPE
--resource-id RESOURCE-ID --reg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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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려면 의 API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get-config-history.

Amazon으로AWS Config 데이터를 시각화하세요 QuickSight
조직AWS Config 전체에서 기록된 리소스를 시각화하고 쿼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thena 
및 Amazon을 사용한AWS Config 데이터 시각화를 참조하십시오 QuickSight.

AWSAWS Config Control Tower
이 섹션에서는 AWS ControlAWS Config Tower와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높은AWS Config 비용
워크플로에 리소스를 자주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리소스를 많이 처리하
는 경우 해당 워크플로에서 많은 수의 C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계정이 아닌 계정에서 이러한 프로
세스를 실행하는 경우 계정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계정의AWS Config 레코더를 수동으로 비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Note

계정을 등록 취소하면 AWS Control Tower는 탐지 제어를 적용하거나 계정 이벤트 (예:AWS Config 
활동) 를 해당 계정의 리소스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계정 관리 해제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fig레코더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면 구성 레코더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리소스가 여러 번 기록됩니다.
리소스가 글로벌 리소스인지 확인합니다. 버전 3.0 이전의 AWS Control Tower 랜딩 존의 경우 운영 중인 
각 리전에 대해 특정 글로벌 리소스를 한 번씩 기록할AWS ConfigAWS Config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AWS 
Config 가 8개 지역에서 활성화된 경우 각 역할은 8번 기록됩니다.

다음 리소스는 운영 중인 각 지역에 대해 한 번씩AWS Config 기록됩니다.

• AWS::IAM::Group
• AWS::IAM::Policy
• AWS::IAM::Role
• AWS::IAM::User

기타 글로벌 리소스는 한 번만 기록됩니다. 다음은 한 번 기록되는 리소스 몇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
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 AWS::Route53::HostedZone
• AWS::Route53::HealthCheck
• AWS::ECR::PublicRepository
• AWS::GlobalAccelerator::Listener
• AWS::GlobalAccelerator::EndpointGroup
• AWS::GlobalAccelerator::Accelerator

AWS Config리소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리소스는 다른 리소스와 종속성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습니다.
AWS ConfigFAQ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간접 관계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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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기록하는 일부 이벤트는 라이프사이클 이벤트입니다. 라이프사이클 이벤트의 
목적은 리소스 상태를 변경하는 특정 AWS Control Tower 작업의 완료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수명 주기 이벤
트는 조직 단위 (OU), 계정, 제어 등 AWS Control Tower가 생성하거나 관리하는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의 특징

• 각 수명 주기 이벤트에 대해 이벤트 로그는 원래 Control Tower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또는 실
패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AWS CloudTrail각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비 APIAWS 서비스 이벤트로 자동 기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각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아마존 EventBridge 및 아마존 CloudWatch 이벤트 서비스에도 전달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두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

• 수명 주기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 작업의 완료를 등록하므로 수명 주기 CloudWatch 이벤트의 상태
를 기반으로 자동화 워크플로의 다음 단계를 트리거할 수 있는 Amazon EventBridge 규칙 또는 Amazon 
Events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로그는 관리자 및 감사자가 조직의 특정 활동 유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
다.

수명 주기 이벤트 작동 방식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여러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구현합니다. 따라서 각 수명 주기 이벤트는 일련
의 작업이 완료된 후에만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OU에서 제어를 활성화하면 AWS Control Tower는 요청을 
구현하는 일련의 하위 단계를 시작합니다. 전체 하위 단계의 최종 결과는 수명 주기 이벤트의 상태로 로그에 
기록됩니다.

• 모든 기본 하위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명 주기 이벤트 상태가 성공으로 기록됩니다.
• 기본 하위 단계 중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명 주기 이벤트 상태는 실패함으로 기록됩

니다.

각 수명 주기 이벤트에는 AWS Control Tower 작업이 시작된 시간을 보여 주는 기록된 타임스탬프와 수명 주
기 이벤트가 완료되어 성공 또는 실패를 표시하는 또 다른 타임스탬프가 포함됩니다.

Control Tower에서 수명 주기 이벤트 보기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의 활동 페이지에서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 활동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왼쪽 탐색 창에서 활동을 선택합니다.
• 특정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이벤트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세부 정보 보기 버튼을 선택

합니다.

AWS Control Tower 수명 주기 이벤트를 워크플로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 게시물
인 수명 주기 이벤트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작업을 추적하고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트리거하는 방
법을 참조하십시오.

예상 동작 CreateManagedAccount 및 UpdateManagedAccount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계정을 만들거나 AWS Control Tower에 계정을 등록할 때 이 두 작업은 동일한 내부 API를 호출합니다. 프로
세스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정이 생성되었지만 완전히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후에 오류
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후 계정 생성을 다시 시도하거나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AWS Control Tower는 해당 계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확인합니다.

1020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trail/latest/userguide/non-api-aws-service-events.html
http://aws.amazon.com/blogs/mt/using-lifecycle-events-to-track-aws-control-tower-actions-and-trigger-automated-workflows/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CreateManagedAccount

계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AWS Control Tower는 재시도 요청이 끝날 때CreateManagedAccount
수명UpdateManagedAccount 주기 이벤트 대신 수명 주기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오류로 
인해 다른CreateManagedAccount 이벤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만UpdateManagedAccount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예상되고 원하는 동작입니다.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려는 경우 Lambda 함수
를 프로그래밍하여 UpdateManagedAccount라이프사이클 이벤트뿐만 아니라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도
CreateManagedAccount검색하십시오.

수명 주기 이벤트 이름

각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원래 AWS Control Tower 작업에 해당하도록 이름이 지정되며, 이 작업도 
AWS에서 CloudTrail 기록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AWS Control Tower 이벤트에서 발생한 라이프사이
클CreateManagedAccount CloudTrail 이벤트의 이름이 지정됩니다CreateManagedAccount.

다음 목록의 각 이름은 JSON 형식으로 기록된 세부 정보 예제에 대한 링크입니다. 이 예제에 표시된 추가 세
부 정보는 Amazon CloudWatch 이벤트 로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JSON에서는 주석을 지원하지 않지만 설명용으로 예제에 몇 가지 주석이 추가되었습니다. 주석은 앞에 “//”가 
붙고 예제의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이들 예제에서는 일부 계정 이름과 조직 이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accountId는 항상 12자리 숫자 시퀀스이
며, 예제에서 이 시퀀스는 “xxxxxxxxxx”로 대체됩니다. organizationalUnitID는 문자 및 숫자의 고유한 
문자열입니다. 예제에서는 그 형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 CreateManagedAccount (p. 1021):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새 계
정을 생성하고 프로비저닝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 UpdateManagedAccount (p. 1022):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이전에 계정 팩토리를 사용하여 생
성한 계정과 연결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 EnableGuardrail (p. 1023):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
한 OU에 대한 제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 DisableGuardrail (p. 1024):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
성한 OU에 대한 제어를 비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 SetupLandingZone (p. 1025):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landing zone 설정을 위한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 UpdateLandingZone (p. 1026):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기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 RegisterOrganizationalUnit (p. 1027):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OU에서 거버넌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 DeregisterOrganizationalUnit (p. 1028):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OU에서 거버넌스 기능
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 PrecheckOrganizationalUnit (p. 1029):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확장 거버넌스 작업이 성
공적으로 완료되는 데 방해가 되는 리소스를 감지했는지 여부가 기록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AWS Control Tower 수명 주기 이벤트 목록과 각 유형의 수명 주기 이벤트에 대해 기록된 
세부 정보의 예를 제공합니다.

CreateManagedAccount
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가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새 계정을 성공적으로 생성
하고 프로비저닝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CreateManagedAccount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로그에는 새로 만든 계정의 accountNam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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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d와 계정이 배치된 OU의 organizationalUnitName 및 organizationalUnitId가 포함됩
니다.

{ 
    "version": "0", 
    "id": "999cccaa-eaaa-0000-1111-123456789012",          
    "detail-type": "AWS Service Event via CloudTrail", 
    "source": "aws.controltower", 
    "account": "XXXXXXXXXXXX",                                   // Management account ID.  
    "time": "2018-08-30T21:42:18Z",                              // Format: yyyy-MM-
dd'T'hh:mm:ssZ  
    "region": "us-east-1",                                       // AWS Control Tower home 
 region. 
    "resources": [ ], 
    "det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accountId": "XXXXXXXXXXXX",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18-08-30T21:42:18Z",                     // Timestamp when call was 
 made. Format: yyyy-MM-dd'T'hh:mm:ss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CreateManagedAccount",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ventID": "0000000-0000-0000-1111-123456789012",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serviceEventDetails": { 
            "createManagedAccountStatus": { 
                "organizationalUnit":{ 
                    "organizationalUnitName":"Custom", 
                    "organizationalUnitId":"ou-XXXX-l3zc8b3h" 

                    }, 
                "account":{ 
                    "accountName":"LifeCycle1", 
                    "accountId":"XXXXXXXXXXXX" 
                    }, 
                "state":"SUCCEEDED", 
                "message":"AWS Control Tower successfully created a managed account.", 
                "requestedTimestamp":"2019-11-15T11:45:18+0000", 
                "completedTimestamp":"2019-11-16T12:09:32+0000"} 
        } 
    }
}

UpdateManagedAccount
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가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이전에 생성한 계정과 연
결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UpdateManagedAccount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로그에는 연결된 계
정의 accountName 및 accountId와 업데이트된 계정이 배치된 OU의 organizationalUnitName 및
organizationalUnitId가 포함됩니다.

{ 
    "version": "0", 
    "id": "999cccaa-eaaa-0000-1111-123456789012",                 
    "detail-type": "AWS Service Event via CloudTrail", 
    "source": "aws.control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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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 "XXXXXXXXXXXX",                                   // AWS Control Tower 
 organization management account. 
    "time": "2018-08-30T21:42:18Z",                              // Format: yyyy-MM-
dd'T'hh:mm:ssZ  
    "region": "us-east-1",                                       // AWS Control Tower home 
 region. 
    "resources": [], 
    "det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accountId": "XXXXXXXXX",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18-08-30T21:42:18Z",                     // Timestamp when call was 
 made. Format: yyyy-MM-dd'T'hh:mm:ss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UpdateManagedAccount",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ventID": "0000000-0000-0000-1111-123456789012",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serviceEventDetails": { 
            "updateManagedAccountStatus": { 
                "organizationalUnit":{ 
                    "organizationalUnitName":"Custom", 
                    "organizationalUnitId":"ou-XXXX-l3zc8b3h" 
                    }, 
                "account":{ 
                    "accountName":"LifeCycle1", 
                    "accountId":"624281831893" 
                    }, 
                "state":"SUCCEEDED", 
                "message":"AWS Control Tower successfully updated a managed account.", 
                "requestedTimestamp":"2019-11-15T11:45:18+0000", 
                "completedTimestamp":"2019-11-16T12:09:32+0000"} 
        } 
    }
}

EnableGuardrail
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관리하는 OU에 대한 
제어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EnableGuardrail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로그에는guardrailBehavior 컨트롤의 AND 및 
컨트롤이organizationalUnitName 활성화된organizationalUnitId OU의 And가 포함됩니
다.guardrailId

{ 
    "version": "0", 
    "id": "999cccaa-eaaa-0000-1111-123456789012",          
    "detail-type": "AWS Service Event via CloudTrail", 
    "source": "aws.controltower", 
    "account": "XXXXXXXXXXXX",                                  
    "time": "2018-08-30T21:42:18Z",                              // End-time of action. 
 Format: yyyy-MM-dd'T'hh:mm:ssZ  
    "region": "us-east-1",                                       // AWS Control Tower home 
 region. 
    "resources": [ ], 
    "det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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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d": "XXXXXXXXXXXX",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18-08-30T21:42:18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EnableGuardrail",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ventID": "0000000-0000-0000-1111-123456789012",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serviceEventDetails": { 
            "enableGuardrailStatus": { 
                "organizationalUnits": [ 
                    { 
                      "organizationalUnitName": "Custom", 
                      "organizationalUnitId": "ou-vwxy-18vy4yro" 
                    } 
                  ], 
                  "guardrails": [ 
                    { 
                      "guardrailId": "AWS-GR_RDS_INSTANCE_PUBLIC_ACCESS_CHECK", 
                      "guardrailBehavior": "DETECTIVE" 
                    } 
                  ], 
                  "state": "SUCCEEDED", 
                  "message": "AWS Control Tower successfully enabled a guardrail on an 
 organizational unit.", 
                  "requestTimestamp": "2019-11-12T09:01:07+0000", 
                  "completedTimestamp": "2019-11-12T09:01:54+0000" 
                } 
        } 
    }
}

DisableGuardrail
이 수명 주기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관리하는 OU의 제어를 
성공적으로 비활성화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DisableGuardrail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로그에는guardrailBehavior 컨트롤의 AND 및 
컨트롤이organizationalUnitName 비활성화된organizationalUnitId OU의 and가 포함됩니
다.guardrailId

{ 
    "version": "0", 
    "id": "999cccaa-eaaa-0000-1111-123456789012",      
    "detail-type": "AWS Service Event via CloudTrail", 
    "source": "aws.controltower", 
    "account": "XXXXXXXXXXXX",                          
    "time": "2018-08-30T21:42:18Z",                    
    "region": "us-east-1",                            
    "resources": [ ], 
    "det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accountId": "XXXXXXXXXXXX",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18-08-30T21:42:18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DisableGuardrail",                  
        "awsRegion": "us-ea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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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ventID": "0000000-0000-0000-1111-123456789012",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serviceEventDetails": { 
            "disableGuardrailStatus": { 
                   "organizationalUnits": [ 
                    { 
                      "organizationalUnitName": "Custom", 
                      "organizationalUnitId": "ou-vwxy-18vy4yro" 
                    } 
                  ], 
                  "guardrails": [ 
                    { 
                      "guardrailId": "AWS-GR_RDS_INSTANCE_PUBLIC_ACCESS_CHECK", 
                      "guardrailBehavior": "DETECTIVE" 
                    } 
                  ], 
                  "state": "SUCCEEDED", 
                  "message": "AWS Control Tower successfully disabled a guardrail on an 
 organizational unit.", 
                  "requestTimestamp": "2019-11-12T09:01:07+0000", 
                  "completedTimestamp": "2019-11-12T09:01:54+0000" 
                } 
            } 
        } 
    }

SetupLandingZone
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가 landing zone 존을 성공적으로 설정했는지 여부
를 기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SetupLandingZone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합
니다.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관리 계정에서 생성한 조직의 ID인 가 
포함됩니다.rootOrganizationalId 로그 항목에는 AWS Control Tower에서 landing zone 존
을 설정할 때 생성되는 각 OU의accountName 및 및 각 계정에accountId 대한 및 도 포함됩니
다.organizationalUnitNameorganizationalUnitId

{ 
    "version": "0", 
    "id": "999cccaa-eaaa-0000-1111-123456789012",                // Request ID. 
    "detail-type": "AWS Service Event via CloudTrail", 
    "source": "aws.controltower", 
    "account": "XXXXXXXXXXXX",                                   // Management account ID. 
    "time": "2018-08-30T21:42:18Z",                              // Event time from 
 CloudTrail. 
    "region": "us-east-1",                                       // Management account 
 CloudTrail region. 
    "resources": [ ], 
    "det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accountId": "XXXXXXXXXXXX",                         // Management-account ID.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18-08-30T21:42:18Z",                     // Timestamp when call was 
 made. Format: yyyy-MM-dd'T'hh:mm:ss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SetupLandingZone", 
        "awsRegion": "us-east-1",                                // AWS Control Tower home 
 region.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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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ID": "CloudTrail_event_ID",                        // This value is generated 
 by CloudTrail.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serviceEventDetails": { 
            "setupLandingZoneStatus": { 
                "state": "SUCCEEDED",                             // Status of entire 
 lifecycle operation. 
                "message": "AWS Control Tower successfully set up a new landing zone.",     
             
                "rootOrganizationalId" : "r-1234", 
                "organizationalUnits" : [                         // Use a list. 
                  { 
                    "organizationalUnitName": "Security",             // Security OU name. 
                    "organizationalUnitId": "ou-adpf-302pk332"    // Security OU ID. 
                  }, 
                  { 
                    "organizationalUnitName": "Custom",           // Custom OU name. 
                    "organizationalUnitId": "ou-adpf-302pk332"    // Custom OU ID.  
                  }, 
                ], 
               "accounts": [                                      // All created accounts 
 are here. Use a list of "account" objects. 

                  { 
                    "accountName": "Audit",   
                    "accountId": "XXXXXXXXXXXX"                         
                  }, 
                  { 
                    "accountName": "Log archive",                  
                    "accountId": "XXXXXXXXXXXX" 
                  } 
              ], 
              "requestedTimestamp": "2018-08-30T21:42:18Z", 
              "completedTimestamp": "2018-08-30T21:42:18Z" 
            } 
        } 
    }
}

UpdateLandingZone
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가 기존 landing zone 존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UpdateLandingZone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
합니다.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업데이트된) 조직의 ID인 
가 포함됩니다.rootOrganizationalId 로그 항목에는 AWS Control Tower에서 처음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생성한 각 OU의accountName 및 및 및 각 계정에accountId 대한 및 도 포함됩니
다.organizationalUnitNameorganizationalUnitId

{ 
    "version": "0", 
    "id": "999cccaa-eaaa-0000-1111-123456789012",                // Request ID. 
    "detail-type": "AWS Service Event via CloudTrail", 
    "source": "aws.controltower", 
    "account": "XXXXXXXXXXXX",                                   // Management account ID. 
    "time": "2018-08-30T21:42:18Z",                              // Event time from 
 CloudTrail. 
    "region": "us-east-1",                                       // Management account 
 CloudTrail region. 
    "resources": [ ], 
    "det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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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untId": "XXXXXXXXXXXX",                         // Management account ID.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18-08-30T21:42:18Z",                     // Timestamp when call was 
 made. Format: yyyy-MM-dd'T'hh:mm:ss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UpdateLandingZone", 
        "awsRegion": "us-east-1",                                // AWS Control Tower home 
 region.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ventID": "CloudTrail_event_ID",                        // This value is generated 
 by CloudTrail.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serviceEventDetails": { 
            "updateLandingZoneStatus": { 
                "state": "SUCCEEDED",                            // Status of entire 
 operation. 
                "message": "AWS Control Tower successfully updated a landing zone.",        
          

                "rootOrganizationalId" : "r-1234", 
                "organizationalUnits" : [                         // Use a list. 
                  { 
                    "organizationalUnitName": "Security",             // Security OU name. 
                    "organizationalUnitId": "ou-adpf-302pk332"    // Security OU ID. 
                  }, 
                  { 
                    "organizationalUnitName": "Custom",            // Custom OU name. 
                    "organizationalUnitId": "ou-adpf-302pk332"     // Custom OU ID. 
                  }, 
                ], 
               "accounts": [                                       // All created accounts 
 are here. Use a list of "account" objects. 

                  { 
                    "accountName": "Audit",   
                    "accountId": "XXXXXXXXXXXX"                         
                  }, 
                  { 
                    "accountName": "Log archive",                  
                    "accountId": "XXXXXXXXXX" 
                  } 
              ], 
              "requestedTimestamp": "2018-08-30T21:42:18Z", 
              "completedTimestamp": "2018-08-30T21:42:18Z" 
            } 
        } 
    }
}

RegisterOrganizationalUnit
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가 OU에서 거버넌스 기능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했는지 여부
를 기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RegisterOrganizationalUnit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organizationalUnitId OU
의organizationalUnitName 및 코드가 포함됩니다.

{ 
    "version": "0", 
    "id": "999cccaa-eaaa-0000-1111-12345678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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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ail-type": "AWS Service Event via CloudTrail",  
    "source": "aws.controltower", 
    "account": "123456789012",                                
    "time": "2018-08-30T21:42:18Z",                   
    "region": "us-east-1",                        
    "resources": [ ], 
    "det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accountId": "XXXXXXXXXXXX",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18-08-30T21:42:18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RegisterOrganizationalUnit",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ventID": "0000000-0000-0000-1111-123456789012",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serviceEventDetails": { 
            "registerOrganizationalUnitStatus": { 
                "state": "SUCCEEDED",                         

                "message": "AWS Control Tower successfully registered an organizational 
 unit.", 

                "organizationalUnit" :                         
                  { 
                    "organizationalUnitName": "Test",             
                    "organizationalUnitId": "ou-adpf-302pk332"     
                  } 
                "requestedTimestamp": "2018-08-30T21:42:18Z", 
                "completedTimestamp": "2018-08-30T21:42:18Z"  
            } 
        } 
    }
}

DeregisterOrganizationalUnit
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가 OU에서 거버넌스 기능을 성공적으로 비활성화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DeregisterOrganizationalUnit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로그에는 AWS Control Tower가 거버넌스 기능을 비활성화
한organizationalUnitId OU의 AND가 포함됩니다.organizationalUnitName

{ 
    "version": "0", 
    "id": "999cccaa-eaaa-0000-1111-123456789012",     
    "detail-type": "AWS Service Event via CloudTrail", 
    "source": "aws.controltower", 
    "account": "XXXXXXXXXXXX",                   
    "time": "2018-08-30T21:42:18Z",  
    "region": "us-east-1",             
    "resources": [ ], 
    "detail":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accountId": "XXXXXXXXXXXX",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18-08-30T21:42: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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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DeregisterOrganizationalUnit",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ventID": "0000000-0000-0000-1111-123456789012",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serviceEventDetails": { 
            "deregisterOrganizationalUnitStatus": {                  
                "state": "SUCCEEDED",                
                "message": "AWS Control Tower successfully deregistered an organizational 
 unit, and enabled mandatory guardrails on the new organizational unit.", 
                "organizationalUnit" :                         
                  { 
                    "organizationalUnitName": "Test",                   // Foundational OU 
 name. 
                    "organizationalUnitId": "ou-adpf-302pk332"          // Foundational OU 
 ID. 
                  }, 
                "requestedTimestamp": "2018-08-30T21:42:18Z",  
                "completedTimestamp": "2018-08-30T21:42:18Z"   
            } 
            } 
        } 
    }

PrecheckOrganizationalUnit
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가 OU에 대한 사전 검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기
록합니다. 이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PrecheckOrganizationalUnit CloudTrail 이벤트에 해당합
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로그에는 OU 등록 프로세스 중에 AWS Control Tower가 사전 검사를 수행한 각 리소
스의IdName, 및failedPrechecks 값에 대한 필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에는accountNameaccountId, 및failedPrechecks 필드를 포함하여 사전 검사가 수행된 중
첩 계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failedPrechecks값이 비어 있으면 해당 리소스에 대한 모든 사전 검사가 성공적으로 통과했음을 의미합
니다.

• 이 이벤트는 사전 검사에 실패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빈 OU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예제: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accountId": "XXXXXXXXXXXX",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21-09-20T22:45:43Z", 
  "eventSource": "controltower.amazonaws.com", 
  "eventName": "PrecheckOrganizationalUnit",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eventID": "b41a9d67-0da4-4dc5-a87a-25fa19dc5305",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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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ipientAccountId": "XXXXXXXXXXXX", 
  "serviceEventDetails": { 
    "precheckOrganizationalUnitStatus": { 
      "organizationalUnit": { 
        "organizationalUnitName": "Ou-123", 
        "organizationalUnitId": "ou-abcd-123456", 
        "failedPrechecks": [ 
            "SCP_CONFLICT" 
          ] 
      }, 
      "accounts": [ 
        { 
          "accountName": "Child Account 1", 
          "accountId": "XXXXXXXXXXXX", 
          "failedPrechecks": [ 
            "FAILED_TO_ASSUME_ROLE" 
          ] 
        }, 
        { 
          "accountName": "Child Account 2", 
          "accountId": "XXXXXXXXXXXX", 
          "failedPrechecks": [ 
            "FAILED_TO_ASSUME_ROLE" 
          ] 
        }, 
        { 
          "accountName": "Management Account", 
          "accountId": "XXXXXXXXXXXX", 
          "failedPrechecks": [ 
            "MISSING_PERMISSIONS_AF_PRODUCT" 
          ] 
        }, 
        { 
          "accountName": "Child Account 3", 
          "accountId": "XXXXXXXXXXXX", 
          "failedPrechecks": [] 
        }, 
        ... 
      ], 
      "state": "FAILED", 
      "message": "AWS Control Tower failed to register an organizational unit due to pre-
check failures. Go to the OU details page to download a list of failed pre-checks for the 
 OU and accounts within.", 
      "requestedTimestamp": "2021-09-20T22:44:02+0000", 
      "completedTimestamp": "2021-09-20T22:45:43+0000" 
    } 
  }, 
  "eventCategory":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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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ALZ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로 이동

연습
이 장에는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별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

• : 연습 ALZ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로 이동 (p. 1031)
• 안내: Service Catalog API를 통한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계정 프로비저닝 자동화 (p. 1031)
• 안내: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구성 (p. 1034)
• AWS Control Tower Resource Manage (p. 1039)
• 연습: AWS Firewall Manag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보안 그룹 설정 (p. 1035)
• 안내: AWS Control Tower 랜딩 존 폐기 (p. 1036)

: 연습 ALZ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로 이동
다수의AWS고객이 채택했습니다.AWS 랜딩 존 솔루션 (ALZ):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다중 계정 설정
AWS환경. landing zone 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AWSAWS Control Tower 라는 관리형 서비스를 만들었
습니다.

ALZ에 대한 추가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장기 지원에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ALZ에서 AWS Control Tower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의 링크된 블로그는 이러한 이동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안내
하고 ALZ에서 AWS Control Tower 로의 성공적인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블로그:마이그레이션AWS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한 랜딩 존 솔루션

AWS규범적 지침은 ALZ에서 AWS Control Tower Tower로 전환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전 요구 사항에 따라 ALZ를 실행하는 기존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TransitionAWSAWS Control Tower 
Tower로.

안내: Service Catalog API를 통한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계정 프로비저닝 자동화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과 같은 여러 다른AWS 서비스와AWS Service Catalog 통합됩니다. API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이AWS Service Catalog 동영상은 API를 호출하여 자동화된 일괄처리 방식으로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프로비저닝을 위해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에서 ProvisionProductAPI를 호출하
고 설정하려는 각 계정의 매개 변수가 포함된 JSON 파일을 지정합니다. 이 비디오는 AWSCloud9 개발 환경
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Cloud9 대신AWS Cloudshell을 사용하
는 경우에도 CLI 명령은 동일합니다.

Note

또한 각 계정의 UpdateProvisionedProductAPI를 호출하여 계정 업데이트를 자동화하는 데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AWS Service Catalog 계정을 하나씩 업데이트하는 스크립트를 작
성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자동화 방법인 Terraform에 익숙하다면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를 통해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p. 149) 수 있습니다.

샘플 자동화 관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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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Service Catalog API를 통한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계정 프로비저닝 자동화

다음은 관리 계정에서 자동화 관리 역할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샘플 템플릿입니다. 관리 계정에서 이 
역할을 구성하면 대상 계정에서 관리자 액세스 권한으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onfigure the SampleAutoAdminRole

Resources: 
  Administra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RoleName: SampleAutoAdminRole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Service: cloudformation.amazonaws.com 
            Action: 
              - sts:AssumeRole 
      Path: / 
      Policies: 
        - PolicyName: AssumeSampleAutoAdminRole 
          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ts:AssumeRole 
                Resource: 
                  - "arn:aws:iam::*:role/SampleAutomationExecutionRole"

샘플 자동화 실행 역할

다음은 자동화 실행 역할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샘플 템플릿입니다. 대상 계정에서 이 역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Description: "Create automation execution role for creating Sample Additional Role."

Parameters: 
  AdminAccountId: 
    Type: "String" 
    Description: "Account ID for the administrator account (typically management, security 
 or shared services)." 
  AdminRo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Role name for automation administrator access." 
    Default: "SampleAutomationAdministrationRole" 
  ExecutionRoleName: 
    Type: "String" 
    Description: "Role name for automation execution." 
    Default: "SampleAutomationExecutionRole" 
  SessionDurationInSecs: 
    Type: "Number" 
    Description: "Maximum session duration in seconds." 
    Default: 14400

Resources: 
  # This needs to run after AdminRoleName exists. 
  ExecutionRole: 
    Type: "AWS::IAM::Role" 
    Properties: 
      RoleName: !Ref ExecutionRoleName 
      MaxSessionDuration: !Ref SessionDurationInS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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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umeRolePolicyDocument: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AWS: 
                - !Sub "arn:aws:iam::${AdminAccountId}:role/${AdminRoleName}" 
            Action: 
              - "sts:AssumeRole" 
      Path: "/" 
      ManagedPolicyArns: 
        - "arn:aws:iam::aws:policy/AdministratorAccess"

이러한 역할을 구성한 후에는AWS Service Catalog API를 호출하여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합니다. CLI 명령
은 비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Service Catalog API에 대한 샘플 프로비저닝 입력
다음은 API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Service 
CatalogProvisionProduct API에 제공할 수 있는 입력 샘플입니다.

{ 
  pathId: "lpv2-7n2o3nudljh4e", 
  productId: "prod-y422ydgjge2rs", 
  provisionedProductName: "Example product 1", 
  provisioningArtifactId: "pa-2mmz36cfpj2p4", 
  provisioningParameters: [ 
    { 
      key: "AccountEmail", 
      value: "abc@amazon.com" 
    }, 
    { 
      key: "AccountName", 
      value: "ABC" 
    }, 
    { 
      key: "ManagedOrganizationalUnit", 
      value: "Custom (ou-xfe5-a8hb8ml8)" 
    }, 
    { 
      key: "SSOUserEmail", 
      value: "abc@amazon.com" 
    }, 
    { 
      key: "SSOUserFirstName", 
      value: "John" 
    }, 
    { 
      key: "SSOUserLastName", 
      value: "Smith" 
    } 
  ], 
  provisionToken: "c3c795a1-9824-4fb2-a4c2-4b1841be4068"
}       
     

자세한 내용은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 대한 API 참조를 참조하세요.

Note

값의 입력 문자열 형식이 에서OU_NAME 로ManagedOrganizationalUnit 변경되었음을 알 
수OU_NAME (OU_ID)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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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안내
이 동영상 (6:58) 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계정 배포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자동 계정 프로비저닝에 대한 비디오 안내.

안내: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구성
이 주제에서는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계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워크로드에 VPC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VControl AWS Control Tower 이 VPC는 랜딩 존을 설정할 때 생성됩니다.
• 연결된 VPC 없이 새 AWS Control Tower 계정을 생성하도록 Account Factory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VPC 인터넷 액세스 설정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Account Factory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해당 
Account Factory 설정이 제어를 재정의합니다고객이 관리하는 Amazon VPC 인스턴스에 대한 인
터넷 액세스 금지 (p. 954). 새로 프로비저닝된 계정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를 활성화하지 않으려면 
Account Factory에서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AWS Control Tower 이외의 모든AWS 고객은 기본 VPC를 보유하며, 이 VPC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콘솔의 https://console.aws.amazon.com/vpc/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VPC의 
이름에는 이름 끝 부분에 항상 (default)라는 단어가 포함되므로 기본 VPC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기본 VPC 삭제하고 새 
AWS Control Tower 기본 VPC 생성합니다. 새 VPC는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과 연결됩니다. 이 주제
에서는 새 VPC Control Tower VPC라고 합니다.

Amazon VPC 콘솔에서 AWS Control Tower VPC를 볼 때 이름 끝에 (기본값) 이라는 단어가 표시되지 않습
니다. VPC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할당된 CIDR 범위를 사용하여 올바른 AWS Control Tower VPC 식별해야 합
니다.

AWS Control Tower VPC 삭제할 수 있지만 나중에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VPC가 필요한 경우 직접 
생성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VPC를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2. Service Catalog 옵션에서 VPCVPC 검색하거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VPC 대시보드가 표시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VPC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든 VPC가 나와 있는 목록이 표시됩니다.
4. CIDR 범위로 AWS Control Tower VPC 식별하십시오.
5. VPC를 삭제하려면 [작업] 을 선택한 다음 [VPC 삭제] 를 선택합니다.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의 모든 리전에AWS (기본) VPC가 이미 있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를 따르려면 
AWS Control Tower VPC 삭제하기로 선택한 경우 모든AWS 지역에서 관리 계정과 연결된AWS 기본 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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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관리 계정을 보호하려면 각 리전에서 기본 VPC 제거하고 AWS 
Control Tower 홈 리전에서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VPC도 제거해야 합니다.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계정 생성
최종 사용자 워크로드에 VPC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여 VPC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은 최
종 사용자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wer 연결된 VPC 없이 AWS Control Tower 계정이 생성되도록 설정을 
변경하면 설정을 다시 변경할 때까지 VPC 없이 모든 새 계정이 생성됩니다.

VPC 없이 계정을 생성하도록 어카운트 팩토리를 구성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https://console.aws.amazon.com/controltower 에서 AWS Control Tower 콘솔로 이
동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어카운트 팩토리를 선택합니다.
3. 그러면 네트워크 구성 섹션이 있는 Account Factory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4. 나중에 복원하려는 경우 현재 설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5. 네트워크 구성 섹션에서 편집 버튼을 선택합니다.
6. Account Factory 네트워크 구성 편집 페이지에서 VPC Configuration options for new accounts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옵션 1이나 옵션 2 또는 둘 다를 따라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때 AWS Control Tower가 VPC 생성하지 않
도록 할 수 있습니다.

a. 옵션 1 — 서브넷 제거

• Internet-accessible subnet 토글 스위치를 끕니다.
• Maximum number of private subnets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b. 옵션 2 —AWS 영역 제거

• Regions for VPC creation 열의 모든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7.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가능한 오류
AWS Control Tower VPC를 삭제하거나 VPC 없이 계정을 생성하도록 어카운트 팩토리를 재구성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이러한 오류에 주의하십시오.

• 기존 관리 계정에 AWS Control Tower VPC 종속성 또는 리소스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삭제 실패 오
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VPC 없이 새 계정을 시작하도록 설정할 때 기본 CIDR을 그대로 두면 요청이 실패하고 CIDR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류가 표시됩니다.

연습: AWS Firewall Manag를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보안 그룹 설정

동영상에서는 사용 방법을 보여줍니다.AWSAWS Control Tower Tower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을 개선하는 
Firewall Manager 서비스입니다. 보안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 보안 관리자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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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구성하고 AWS Control Tower 조직에 보안 규칙을 강제 적용하는 방법과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규정 미준수 리소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규정 미준수 리소스의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각 계정 및 리소스 (예: Amazon EC2 인스턴스) 에 적용 중인 보안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체 방화벽 정책을 생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규칙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 설정AWSFirewall Manager
이 동영상 (8:02) 에서는 AWS Control Tower Tower의 리소스 및 워크로드에 보다 효과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방화벽 설정에 대한 동영상 안내.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서AWS WAF.

안내: AWS Control Tower 랜딩 존 폐기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면 랜딩 존이라고 하는 안전한 다중 계정AWS 환경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
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할당한 모든 리소스를 정리하는 프로세스를 landing zone 해체라고 합니다.

더 이상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자동 폐기 도구가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서 할당한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자동 해체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landing zone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서
비스 해제 탭을 선택한 다음 데커미션 랜딩 존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해제 중에 수행하는 작업의 목록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서비스 해제 프로세스 개요 (p. 1036).

Warning

모든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수동으로 삭제하는 것은 서비스 해체와 다릅니다.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데이터와 기존 AWS Organizations는 폐기 프로세스를 통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 AWS Organizations는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고 생성한 랜딩 영역의 요소만 제거합니다.
• 폐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에도 Amazon S3 버킷 및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과 같은 몇 가지 

리소스 아티팩트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랜딩 영역을 설정하기 전에 이러한 리소스를 수동으로 삭제하여 
특정 리소스를 유지 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동 폐기를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설정된 랜딩 존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랜딩 존 설정 프로세스가 실패할 
경우, 실패 상태를 해결하고 자동 폐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랜딩 영역을 폐기하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프로세스이며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수행한 폐기 조치 및 해체 후 남아 있는 아티팩트는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Important

랜딩 영역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만 이 폐기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랜딩 영
역을 폐기한 후에는 다시 생성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해제 프로세스 개요
landing zone 해제를 요청하면 AWS Control Tower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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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ing zone 존에서 활성화된 각 탐정 컨트롤을 비활성화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제어를 지원
하는AWS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 에서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설정하려면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에 대하여 알아봅니다AWS 
Organizations. 정책이 비어 있는 경우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관리하는 모든 SCP를 제거한 후에 
입력해야 함),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정책을 완전히 분리하고 삭제합니다.

• 로 배포된 모든 블루프린트를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삭제합니다.
• 모든 지역에 CloudFormation 스택으로 배치된 모든 블루프린트를 삭제합니다.
• 프로비저닝된 각 계정에 대해 AWS Control Tower는 해체 프로세스 중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합니다.

• 각 Account Factory 계정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IAM 역할을 제거하고 (추가 정책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표

준OrganizationsFullAccessRole IAM 역할을 다시 생성하여 계정에 대한 AWS Control Tower 권
한을 취소합니다.

• AWS Service Catalog에서 계정의 레코드를 제거합니다.
• AWS Service Catalog에서 Account Factory 제품 및 포트폴리오를 제거합니다.

• 공유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 청사진을 삭제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IAM 역할을 제거하고 (추가 정책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IAM 역할을 

다시 생성하여 공유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 권한을 취소하고OrganizationsFullAccessRole
IAM 역할을 다시 생성합니다.

• 공유 계정과 관련된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 고객이 생성한 OU와 관련된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 홈 리전을 식별하는 내부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Note

폐기 후 VPC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Account Factory VPC 블루프린트
(BP_ACCOUNT_FACTORY_VPC)를 제거하여 경로와 NAT 게이트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체 중에 리소스가 제거되지 않음
landing zone 존을 해체한다고 해서 AWS Control Tower 설치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정 
리소스는 남아 있으며 수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

기존AWS Organizations 조직이 없는 고객을 위해 AWS Control Tower는 보안과 샌드박스라는 두 개의 조직 
단위 (OU) 로 구성된 조직을 설정합니다. 랜딩 영역을 폐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직의 계층이 유지됩니다.

•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생성한 조직 단위 (OU) 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 보안 및 샌드박스 OU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 조직은 AWS Organizations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 공유, 프로비저닝 또는 관리 중인 계정은 이동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AWS Organizations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SSO)

기존 IAM ID 센터 디렉터리가 없는 고객의 경우 AWS Control Tower는 IAM ID 센터를 설정하고 초기 디렉터
리를 구성합니다. landing zone 존을 폐기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는 IAM ID 센터를 변경하지 않습니
다. 필요한 경우 관리 계정에 저장된 IAM Identity Center 정보를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영
역은 폐기를 통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 Account Factory로 생성한 사용자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 AWS Control Tower 설정에서 생성한 그룹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1037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해체 중에 리소스가 제거되지 않음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권한 세트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 AWS 계정과 IAM ID 센터 권한 집합 간의 연결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 IAM ID 센터 디렉터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Amazon S3 버킷

설정 중에 AWS Control Tower는 로깅 계정에 로깅 및 로깅 액세스를 위한 버킷을 생성합니다. 랜딩 영역을 
폐기할 때 다음 리소스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 로깅 계정의 로깅 및 로깅 액세스 S3 버킷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 로깅 및 로깅 액세스 버킷의 내용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공유 계정

AWS Control Tower 설치 중에 보안 OU에 두 개의 공유 계정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이 생성됩니다. 랜딩 
영역을 폐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AWS Control Tower 설치 중에 생성된 공유 계정은 폐쇄되지 않습니다.
• OrganizationAccountAccessRole IAM 역할은 표준 AWS Organizations 구성에 맞게 다시 생성됩니

다.
•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은 제거됩니다.

프로비저닝된 계정

AWS Control Tower 고객은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새 AWS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랜딩 영역을 
폐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 Account Factory로 생성한 프로비저닝된 계정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 에서AWS Service Catalog 제공된 제품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를 종료하여 정리하면 해당 

계정이 루트 OU로 이동됩니다.
•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VPC는 제거되지 않으며 관련AWS CloudFormation 스택 세트 

(BP_ACCOUNT_FACTORY_VPC) 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 OrganizationAccountAccessRole IAM 역할은 표준 AWS Organizations 구성에 맞게 다시 생성됩니

다.
•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은 제거됩니다.

CloudWatch 로그 로그 그룹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은 이라는 블루프린트의 일부로 생
성됩니다AWSControlTowerBP-BASELINE-CLOUDTRAIL-MANAGEMENT. 이 로그 그룹은 제거되지 않습니
다. 대신 청사진이 삭제되며 리소스는 유지됩니다.

• 다른 랜딩 영역을 설정하기 전에 이 로그 그룹을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Note

landing zone 3.0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은 등록된 개별 계정의 CloudTrail 로그 및 CloudTrail 로그 
역할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조직 수준 트레일을 위한 관리 계정에서만 생성되기 때문입니
다.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삭제하는 방법은 에 나와AWS Control Tower Resource Manage (p. 1039)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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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Resource Manage
이 문서에서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 및 관리 작업의 일환으로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제거
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 나와 있는 절차는 필요한 경우 개별 리소스 또는 일부 리소스
를 제거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landing zone 존을 해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리소스를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 랜딩 영역을 관리할 때 리소스를 삭제하려는 경우
• 자동 폐기 후 남아 있는 리소스를 정리합니다.

Warning

리소스를 수동으로 제거하면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체와는 다릅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폐기하려는 경우 이 장에 설명된 조치를안내: AWS Control Tower 
랜딩 존 폐기 (p. 1036) 취하기 전에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 장의 지침은 자동 해체가 완료된 후 남
아 있는 리소스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리소스를 모두 수동으로 삭제하
더라도 landing zone 존을 해체하는 것과는 다르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다음 섹션을 참조하여 계정을 해지하십시오.

• 계정 관리 취소
•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만든 계정 닫기

삭제하는 대신 사용 중지해야 하나요?
엔터프라이즈에서 AWS Control Tower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는 조직 리소스를 대대적으로 
재배포해야 하는 경우 landing zone 존을 처음 설정할 때 생성한 리소스를 사용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기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에도 Amazon S3 버킷 및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과 같은 몇 가지 
리소스 아티팩트가 남아 있습니다.

• 또 다른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기 전에 계정에 남아 있는 리소스를 수동으로 정리하고 예상치 못한 요금
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체 중에 리소스가 제거되지 않음 (p. 1037)을 참조하세
요.

Warning

landing zone 사용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만 해체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세스
는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제거에 대해
이 장의 개별 절차는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수동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landing zone 존
에서 특정 리소스를 삭제해야 할 때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landing zone 존의 홈 리전에 로그인하고 landing zone 
존이 포함된 관리 계정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IAM 사용자 또는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Warning

이는 AWS Control Tower 설정에 거버넌스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제
• SCP 삭제 (p.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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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StackSets 및 스택 (p. 1040)
•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Amazon S3 버킷을 삭제합니다. (p. 1041)
•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 및 제품 제거 (p. 1041)
• AWS Control Tower 역할 및 정책 제거 (p. 1042)
• AWS Control Tower) 리소스 도움말 (p. 1043)

SCP 삭제

AWS Control Tower에서는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에서는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에서는 서비스 제어 정
책 (SCP) 을 사용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특히 AWS Control Tower 타워와 관련된 SCP를 삭제하는 방법을 안
내합니다.

AWS Organizations SCP를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organizations/ 에서 Organizations 콘솔을 엽니다.
2. 정책 탭을 열고 접두사 aws-guardrails-가 있는 서비스 제어 정책(SCP)을 찾아 각 SCP에 대해 다음을 수

행합니다.

a. 연결된 OU에서 SCP를 분리합니다.
b. SCP를 삭제합니다.

삭제 StackSets 및 스택

AWS Control Tower는 StackSets landing zone 존의 컨트롤과AWS Config Rules 관련된 컨트롤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 및 스택을 사용합니다. 다음 절차는 이러한 특정 리소스를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삭제하려면AWS CloudFormation StackSets

1. AWS Cloud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메뉴에서 [선택] 을 선택합니다 StackSets.
3. 접두사가 StackSet AWSControlTower있는 각각에 대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계정에 여러 개의 계정이 

있는 경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StackSet

a. 대시보드의 표에서 특정 StackSet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속성 페이지가 열립니다 
StackSet.

b. 페이지 하단의 Stacks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AWS 계정의 계정 ID를 기록합니다. 모든 계
정 목록을 복사합니다.

c. [동작] 에서 [스택 삭제 대상] 을 선택합니다 StackSet.
d. 배포 옵션 설정의 배포 위치에서 계정에 스택 배포를 선택합니다.
e. 텍스트 필드에 3.b단계에서 기록했던AWS 계정 ID를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123456789012, 098765431098 등입니다.
f. Specify regions(리전 지정)에서 Add all(모두 추가)을 선택하고 페이지의 나머지 파라미터를 기본값

으로 설정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g. 검토 페이지에서 선택 사항을 검토한 다음 Delete stacks(스택 삭제)를 선택합니다.
h. StackSet 등록정보 페이지에서 다른 사용자를 위해 이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StackSets 있습니다.

4. 여러 StackSets 속성 페이지의 스택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가 비어 있으면 프로세스가 완료된 것입니다.
5. 스택 테이블의 레코드가 비어 있으면 삭제를 선택합니다 StackSet.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삭제하려면

1. AWS Cloud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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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cks 대시보드에서 접두사가 있는 모든 스택을 AWSControlTower검색합니다.
3. 테이블의 각 스택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스택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작업 메뉴에서 Delete Stack(스택 삭제)을 선택합니다.
c.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예, 삭제를 선택합니다.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Amazon S3 버킷을 삭제합니다.
다음 절차는 AWSControlTowerExecution그룹의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로그인
한 다음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서 Amazon S3 버킷을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올바른 권한으로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organizations/ 에서 Organizations 콘솔을 엽니다.
2. 계정 탭에서 로그 아카이브 계정을 찾습니다.
3. 열린 오른쪽 창에서 로그 아카이브 계정 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4. 탐색 모음에서 계정 이름을 선택한 다음 계정 메뉴를 엽니다.
5. [Switch Role]을 선택합니다.
6. 열린 페이지에서 계정에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 계정 번호를 입력합니다.
7. [역할] 에 를 입력합니다 AWSControlTowerExecution.
8. 표시 이름은 텍스트로 채워져 있습니다.
9.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10. [Switch Role]을 선택합니다.

Amazon S3 버킷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2. aws-controltower가 포함된 버킷 이름을 검색합니다.
3. 테이블의 각 버킷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테이블의 버킷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c.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버킷의 이름을 입력하여 확인한 다

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 및 제품 제거
다음 절차는 AWSServiceCatalogAdmins그룹에서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 로그인한 다음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 및 제품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적절한 권한으로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려면

1. 사용자 포털 URL directory-id.awsapps.com/start로 이동합니다.
2. AWS계정에서 관리 계정을 찾습니다.
3. 에서 AWSServiceCatalogAdminFullAccess관리 콘솔을 선택하여 이AWS Management Console 역할로 

로그인합니다.

Account Factory 팩토리를 정리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rvicecatalog/ 에서 Service Catalog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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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탐색 메뉴에서 Portfolios list(포트폴리오 목록)를 선택합니다.
3. 로컬 포트폴리오 테이블에서 AWS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라는 포트폴리오를 검색

합니다.
4. 해당 포트폴리오의 이름을 선택하여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페이지의 제약 조건 섹션을 펼치고 AWSControl Tower Account Factory라는 제품 이름이 있는 제약 조

건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제약 조건 제거를 선택합니다.
7.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8. 페이지의 제품 섹션에서 AWSControl Tower Account Factory라는 제품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9. 제품 제거를 선택합니다.
10.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11. 페이지의 Users, Groups, and Roles(사용자, 그룹 및 역할) 섹션을 확장하고 이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2. REMOVE USERS, GROUP OR ROLE(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 제거)을 선택합니다.
13.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14. 왼쪽 탐색 메뉴에서 Portfolios list(포트폴리오 목록)를 선택합니다.
15. 로컬 포트폴리오 테이블에서 AWS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포트폴리오라는 포트폴리오를 검색

합니다.
16. 해당 포트폴리오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포트폴리오 삭제를 선택합니다.
17.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18. 왼쪽 탐색 메뉴에서 Product list(제품 목록)를 선택합니다.
19. 관리 제품 페이지에서 AWS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팩토리라는 제품을 검색합니다.
20. 제품을 선택하여 Admin product details(관리자 제품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21. 작업에서 Delete product(제품 삭제)를 선택합니다.
22.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AWS Control Tower 역할 및 정책 제거

이 절차는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때 또는 이후에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역할과 정책을 정리하
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IAM ID 센터 AWSServiceCatalogEndUserAccess 역할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inglesignon/에서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콘솔을 엽니다.

2. AWS리전을 AWS Control Tower를 처음 설정한 리전인 홈 리전으로 변경하십시오.
3. 왼쪽 탐색 메뉴에서 [AWS계정 (Accounts)] 을 선택합니다.
4. 관리 계정 링크를 선택합니다.
5. 권한 집합의 드롭다운을 선택하고 선택한 AWSServiceCatalogEndUserAccess다음 제거를 선택합니다.
6. 왼쪽 패널에서 AWS계정을 선택합니다.
7. Permission sets(권한 세트) 탭을 엽니다.
8. AWSServiceCatalogEndUserAccess선택하고 삭제합니다.

IAM 역할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메뉴에서 역할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에서 이름이 있는 역할을 AWSControlTower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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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이블의 각 역할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역할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역할 삭제(Delete role)를 선택합니다.
c.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예, 삭제를 선택합니다.

IAM 정책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메뉴에서 정책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에서 이름이 있는 정책을 AWSControlTower검색합니다.
4. 테이블의 각 정책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정책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드롭다운 메뉴에서 Policy actions(정책 작업) 및 삭제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c. 열린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AWS Control Tower) 리소스 도움말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제거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AWS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landing zone 해체 방법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폐기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절차를 따르십시오.

Note

해체하기 전에 등록된 계정을 관리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AWS Control Tower 콘솔의 랜딩 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Decommission your landing zone(랜딩 영역 폐기) 섹션에서 Decommission your landing zone(랜딩 영

역 폐기)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확인 프로세스와 함께 수행할 작업을 설명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폐기한다는 의도를 확인

하려면 모든 확인란을 선택하고 요청에 따라 확인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Important

폐기 프로세스는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landing zone 존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면 해체가 진행되는 동안 AWS Control Tower 홈 페이지

로 리디렉션됩니다. 폐기 프로세스는 최대 2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해체에 성공하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기 전에 남은 리소스를 수동

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나머지 리소스에는 일부 특정 Amazon S3 버킷, 조직 및 로그 CloudWatch 로그 
그룹이 포함됩니다.

Note

이러한 조치는 청구 및 규정 준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리
소스를 삭제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수동으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제거에 대
해 (p. 103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6. 새AWS 지역에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려면 이 추가 단계를 따르세요. CLI을 통해 다음 명령을 입
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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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organizations disable-aws-service-access --service-principal 
 controltower.amazonaws.com

해체 후 수동 청소 작업 필요

• landing zone 존을 해제한 후 새 랜딩 존을 생성하거나 기존 로그 아카이브 또는 감사 계정을 가져오는 절
차를 따르는 경우 로그 아카이브 및 감사 계정에 다른 이메일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른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기 전에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을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aws-
controltower/CloudTrailLogs

• 로그용으로 예약된 이름이 있는 두 개의 Amazon S3 버킷을 수동으로 제거하거나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
다.

• 기존 보안 및 샌드박스 조직 단위를 수동으로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Note

AWS Control Tower Security OU 조직을 삭제하려면 먼저 로깅 및 감사 계정을 삭제해야 하지만 
관리 계정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정을 삭제하려면 감사 계정과 로깅 계정에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 (p. 38)하여 각 계정을 개별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의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AM ID 센터) 
구성을 수동으로 삭제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기존 IAM ID 센터 구성을 계속 진행해도 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VPC 제거하고 관련 AWS CloudFormation 스택 세트를 제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홈 리전에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려면 먼저 `aws organizations disable-aws-
service-access --service-principal controltower.amazonaws.com` 명령도 실행해야 합니다.

landing zone 해체 후 설치
랜딩 영역을 폐기한 후에는 수동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설정을 다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아 있는 리
소스를 수동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결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
다.

•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은 AWS Control Tower 루트 OU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IAM 역할 및 IAM 정
책이 관리 계정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역할:

- AWSControlTowerAdmin

- AWSControlTowerCloudTrailRole

- AWSControlTowerStackSetRole

• 정책:

- AWSControlTowerAdminPolicy

- AWSControlTowerCloudTrailRolePolicy

- AWSControlTowerStackSetRolePolicy

• landing zone 존에 다시 오르기 전에 AWS Control Tower의 기존 IAM Identity Center 구성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한 VPC을 제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 로깅 또는 감사 계정에 지정된 이메일 주소가 기존AWS 계정과 연결된 경우 설치가 실패합니다. AWS계정

을 폐쇄하거나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landing zone 존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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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로깅 및 감사 계정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과 함께 이러한 기존 공유 계정을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보안 계정 또는 로깅 계정을 가져올 때 고려할 사항 (p. 119)을 참조하세요.

• 다음과 같은 예약 이름을 가진 Amazon S3 버킷이 이미 로깅 계정에 있는 경우 설치가 실패합니다.
• aws-controltower-logs-{accountId}-{region}(로깅 버킷에 사용)
• aws-controltower-s3-access-logs-{accountId}-{region}( 로깅 액세스 버킷에 사용)

이러한 버킷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러한 버킷을 제거하거나 로깅 계정에 다른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 관리 계정에 로그에 기존 로그 그룹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이 (가) 있으면 설치가 실패

합니다. CloudWatch 로그 그룹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로그 그룹을 제거해야 합니다.

새AWS 지역에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려면 이 추가 단계를 따르세요. CLI을 통해 다음 명령을 입력합
니다.

aws organizations disable-aws-service-access --service-principal controltower.amazonaws.com

Note

보안 또는 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최상위 OU가 있는 조직에서는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수 없
습니다. 랜딩 영역을 다시 설정하려면 이러한 OU의 이름을 바꾸거나 OU를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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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모범 사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가 다음 정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문제 해결을 시도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AWS지원
팀에 문의하세요.

랜딩 영역 시작 실패
랜딩 영역 시작 실패의 일반적인 원인:

• 확인 이메일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음
• AWS CloudFormation StackSet 실패.

확인 이메일 메시지: 관리 계정이 생성된 지 한 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 계정을 만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취할 조치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 응답을 대기하는 확인 이메일이 전송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AWS지원팀에 문의하세요.

실패 StackSets: landing zone 발사 실패의 또 다른 가능한 원인은AWS CloudFormation StackSet 실패입니
다. AWS 프로비저닝이 성공하려면 AWS Control Tower가 관리하는 모든AWS 지역의 관리 계정에서 STS 
(보안 토큰 서비스)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택 세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취할 조치

AWS Control Tower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AWS 보안 토큰 서비스 (STS) 엔드포인트 지역을 모두 활성화
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AWS 리전 타워가 지원하는 목록을 보려면 을 참조하십시오AWS지역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는 방법 (p. 111).

랜딩 존이 최신 상태가 아님 오류
최근에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AWS Control Tower에 다시 액세스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비슷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과 유사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
다.

Unable to access Control Tower

계정이 너무 오랫동안 비활성 상태였습니다. 비활성 상태이므로 AWS Control Tower에 액세스하려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러나 landing zone 업데이트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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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관리 계정에 로그인하고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IAM ID 센터의 IAM 사용자 또는 사용자는 
AWS Control Tower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하며 AWSControlTowerAdmins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를 다시 시도하십시오.

새 계정 프로비저닝 실패
이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일반적인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계정 프로비저닝 양식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tagOptions
• 활성화된 SNS 알림
• 활성화된 프로비저닝된 제품 알림

이러한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 다시 계정을 프로비저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ervice Catalog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한 계정 프로비저닝  (p. 133)을 참조하세요.

실패의 다른 일반적인 원인:

• 리소스 변경 내용을 보기 위해 프로비저닝된 제품 계획을 만든 경우 계정 프로비저닝이 계속 진행 중 상태
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다른 AWS Control Tower 구성 변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Account Factory 팩토리에서 새 계정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OU에 컨트롤을 추가하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일 때 계정을 프로비전하려고 하면 
Account Factory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이전 작업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 AWS CloudFormation >로 이동 StackSets
• AWS Control Tower (접두사: "AWSControlTower“) 와 관련된 각 스택 세트를 확인합니다.
• 아직 실행 중인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작업을 찾아보십시오.

계정 프로비저닝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정 등록 실패
기존AWS 계정을 한 번 등록하려고 시도했는데 해당 등록이 실패하는 경우, 다시 시도하면 스택 세트가 존재
한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려면 Account Factory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 등록 실패의 이유가 계정에서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미리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 오류 메시지에 이 역할을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생성하려고 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역할을 생성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 프로세스
가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정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두 가지 복구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AWS Service Catalog 
콘솔을 통해 Account Factory 프로비저닝 제품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AWS Organizations 콘솔을 사
용하여 계정을 OU 외부로 수동으로 이동하고 루트로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계정에서
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생성한 다음 계정 등록 양식을 다시 작성합니다.

등록 실패의 또 다른 가능한 원인은 계정에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기존 리소스
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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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Factory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음
계정이 일관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Account Factory 또는 에서 계정을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AWS Service Catalog.

사례 1: 다음과 비슷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could not baseline VPC in the managed account because of 
existing resource dependencies.

일반적인 원인: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초기 프로비저닝 중에 항상AWS 기본 VPC 제거합니다. 계정에
AWS 기본 VPC 사용하려면 계정을 만든 후에 추가해야 합니다. AWS 컨트롤 타워에는 AWS 기본 VPC 대체
하는 자체 기본 VPC가 있습니다. 단, 설명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Account Factory를 설정하지 않는 한, AWS 
Control Tower는 VPC 전혀 프로비저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정에 VPC가 없게 됩니다. 기본 VPC를 사용
하려면AWS 기본 VPC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기본 VP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정을 배포하면 계정이Tainted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를 통해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AWS Service Catalog.

취할 조치: 추가한 기본 VPC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Note

이Tainted 상태에서는 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데이트되지 않은 계정은 해당 계정이 속한 OU
에서 제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다음과 비슷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detects that your enrolled account has been moved to a new 
organizational unit.

일반적인 원인: 등록된 OU에서 다른 OU로 계정을 이동하려고 했지만 이전AWS Config 규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취해야 할 조치:

계정 이전이 의도된 경우:

•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서 계정을 종료합니다.
• 다시 등록하십시오.
• 컨텍스트/영향: 배포된AWS Config 규칙이 대상 OU에서 지정한 구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AWSConfig 규칙이 이전 OU에 그대로 남아 있어 의도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소스 이름 충돌로 인해 계정을 재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하려는 시도가 실패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계정 이동인 경우:

• 계정을 원래 OU로 되돌립니다.
•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서 계정을 업데이트합니다.
• 시작 매개 변수에 계정이 원래 있던 OU를 입력합니다.
• 컨텍스트/영향: 계정이 원래 OU로 반환되지 않으면 계정이 속한 새 OU에서 지정한 제어 상태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 계정을 업데이트하면 이전 OU와 연결된AWS Config 규칙이 삭제되지 않으므로 올바른 수정 조치가 아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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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딩 존을 업데이트할 수 없음
계정이 폐쇄됨 또는 일시 중단 상태인 경우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모든 폐쇄된 계정에서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삭제해야 합니다.

제공된AWS Service Catalog 제품 페이지에서 다음과 유사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WSControlTowerExecution role can't be assumed on the account.

일반적인 원인: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삭제하지 않고 계정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취해야 할 조치: 이 오류가 표시되면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AWS지원팀에 문의하여 계정을 다시 열고 프로비저닝된 제품을 삭제한 다음 계정을 다시 폐쇄하십시오.
2. 계정 폐쇄로 인해 연결이 끊어진 리소스를 에서 삭제하십시오. StackSets (이 옵션은 제거하지 않는 현재

상태의 인스턴스가 StackSets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서 리소스를 제거하려면 폐쇄된 StackSets 각 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각 AWS Control Tower StackSets 타워로 이동하여 해지된 계정에 대해 모든 리전에서 제거하십시오. 
StackInstances

• 중요: 스택 인스턴스만 StackSet 제거되도록 [Stack Retain Stack] 옵션을 선택합니다. StackSet 폐쇄된 계
정에서는 역할을 수임할 수 없으므로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위임받으려고 하면 실패하
며, 이로 인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언급된 실패 오류AWS Config
AWS Control Tower에서 지원하는 모든AWS 지역에서 활성화된 경우AWS Config 사전 검사에 실패했기 때
문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의 일부 기본 동작으로 인해 메시지가 문제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
하는 것 같을 수AWS Config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와 유사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cannot create an AWS Config delivery channel because one 
already exists. To continue, delete the existing delivery channel and try 
again
.

• AWS Control Tower cannot create an AWS Config configuration recorder because 
one already exists. To continue, delete the existing delivery channel and try 
again
.

일반적인 원인:AWS 계정에서AWS Config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기본 이름이 지정된 구성 레코더 
및 전달 채널이 생성됩니다. 콘솔을 통해AWS Config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면 컨피그레이션 레코더 또는 전
달 채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CLI를 통해 삭제하거나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지원하는 지역 중 하나에서AWS Config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이 오류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경우 기존 리소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계정 등록을 참조하세요.

취할 조치: 지원되는 모든 리전에서 구성 레코더 및 전송 채널을 삭제합니다. AWSConfig를 비활성화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LI를 통해 컨피그레이션 레코더 및 전달 채널을 삭제해야 합니다. CLI에서 구
성 레코더 및 전송 채널을 삭제한 후 AWS Control Tower를 다시 시작하고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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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전된 제품을 배포하는 중이면 다시 시도하기 전에 프로비전된 제품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비슷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An error occurred (InvalidParametersException) when calling the
ProvisionProduct operation: A stack named Stackname already exists.

메시지에서 스택의 이름을 Stackname지정합니다.

다음은 컨피그레이션 레코더 및 전송 채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제AWS Config 
CLI 명령입니다.

보기 명령:

• aws configservice describe-delivery-channels
• aws configservice describe-delivery-channel-status
• aws configservice describe-configuration-recorders
• The normal response is something like "name": "default"

삭제 명령:

• aws configservice stop-configuration-recorder --configuration-recorder-name
NAME-FROM-DESCRIBE-OUTPUT

• aws configservice delete-delivery-channel --delivery-channel-name NAME-FROM-
DESCRIBE-OUTPUT

• aws configservice delete-configuration-recorder --configuration-recorder-name
NAME-FROM-DESCRIBE-OUTPUT

자세한 내용은AWS Config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컨피그레이션 레코더 (AWSCLI) 관리
•

전송 채널 관리

시작 경로를 찾을 수 없음 오류
새 계정을 생성하려고 할 때 다음과 유사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 launch paths found for resource: prod-dpqqfywxxxx

이 오류 메시지는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합 서비스인 에서 생성
됩니다.AWS Service Catalog

일반적인 원인:

• 루트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한 경우 계정 생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가 적절한 권한 그룹에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사용자 액세스용) 또는
AWSAccountFactoryAWSServiceCatalogAdmins(관리자 액세스용) 권한 그룹 중 하나에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IAM 사용자로 인증된 경우 올바른 권한을 갖도록AWS Service Catalog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 이 문제는 올바른 권한이 있지만 AWS Control Tower 드리프트가 감지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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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부족 오류를 수신했습니다.
계정에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없을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오
류가 발생하는 경우 IAM 또는 IAM Identity Center 권한과 같은 모든 권한 영역을 확인하여 해당 위치에서 권
한이 거부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You have insufficient permissions to perform AWS Organizations API actions.

작업에 시도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관련 제한 사항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 또는
AWSSupport 문의하세요.

Detective 통제는 계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AWS Control Tower 배포를 새 리전으로 확장한 경우,AWS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OU 내
의 개별 계정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새로 적용된 탐정 컨트롤은 어떤 리전에서도 생성한 새 계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정에 대한 기존 탐정 통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정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탐지 컨트롤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다음과 비슷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
다.

AWS Control Tower can't enable the selected control on this OU. AWS Control 
Tower cannot apply the control on the OU ou-xxx-xxxxxxxx, because child 
accounts have dependencies that are missing. Update all child accounts under 
the OU, then try again.

취할 조치: 계정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OU 및 계정 업
데이트 시기 (p. 200).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여러 개의 개별 계정을 업데이트하려면AWS Service Catalog 및AWS CLI의 API를 사
용하여 업데이트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프로세스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비디오 안
내 (p. 1034)을 참조하십시오.  비디오에 표시된 UpdateProvisionedProductProvisionProductAPI를 API로 대
체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서 탐정 제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더 이상 문제가 있는 경우 AWS지원팀에 문의하세요.

AWS OrganizationsAPI에서 반환된 속도 초과 오류
가능한 원인

AWS Control Tower에서 SCP의 이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스캔을 실행하는 동안 워크로드가 실행 중
이었습니다.

따라야 할 단계

API 스로틀링이나rate exceeded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시도해 보세요.

• 다른 시간에 워크로드를 실행하세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감사 스캔을 실행하는 시기를 알아보
려면 지역별 AWS Control Tower SCP 불변성 스캔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 HTTP를 통해 직접 API를 호출하는 경우: 실패한 작업을 자동으로 재시도하는AWS SDK를 사용하십시오.
• Service Quotas 및AWS Support 통해 한도 상향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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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Factory 계정을 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서 다른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으로 직접 이동하지 못함

Elastic Beanstalk의 API 스로틀링에 대한 문제 해결 지침의 예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https://
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elastic-beanstalk-api-
throttling-errors/

Account Factory 계정을 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서 다른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으로 직접 이동하지 못함

Warning

이러한 관행은 적격 계정 등록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적격 계정은 동일한 전체 
AWS 조직에 속해야 하고 각 조직에는 landing zone 존이 하나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
을 시도했는데 오류 메시지가 여러 개 표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보가 유용할 수 있습니
다.

Account Factory를 통해 프로비저닝한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다른 landing zone 존으로 
옮기려면 원래 OU에서 해당 계정과 관련된 모든 IAM 역할과 스택을 제거해야 합니다. 계정이 배포된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리소스를 제거하세요.

Note

리소스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정을 이동하기 전에 원래 OU에서 계정을 프로비저닝 해제
하는 것입니다.

리소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새 OU에 등록하는 데 실패하게 되는데, 이는 다소 놀랍습니다. 하나 이상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으며, 계정이 배포된 모든 지역에서 나머지 역할 및 스택이 제거될 때까지 유사한 오류 
메시지가 계속 표시됩니다.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때마다 새 OU에서 계정을 제거하고 오류 메시지의 대상인 이전 리소스를 삭제한 다음 
계정을 새 OU로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남은 모든 리소스와 계정이 배포된 모든 리전에 대해 
10회 또는 20회 removing-and-deleting 반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오류는 계정이 IAM 역할 삭제를 
방지하는 SCP가 포함된 OU에 프로비저닝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시 시도하기 전에 계정의 리소스를 
모두 삭제하면 복구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는 삭제되지 않은 역할 및 스택이 남아 있는 경우 수신될 수 있는 실패 메시지 유형을 나타냅니다. 이
전 리소스가 남아 있는 한 계정 등록을 시도할 때마다 이러한 메시지가 한 번에 하나씩 표시될 가능성이 높습
니다.

예제의 리소스 ID 문자열 값이 수정되었습니다.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에서 해당 값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다음 예와 비슷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cannot create the IAM role aws-controltower-
AdministratorExecutionRole because the role already exists. To continue, 
delete the existing IAM role and try again.

• AWS Control Tower cannot create the IAM role aws-controltower-
ConfigRecorderRole because the role already exists. To continue, delete the 
existing IAM role and try again.

• AWS Control Tower cannot create the IAM role aws-controltower-
ForwardSnsNotificationRole because the role already exists. To continue, 
delete the existing IAM role and try again.

또는 다음과 비슷한 스택 세트 실패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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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지원

"Error\":\"StackSetFailState\",
\"Cause\":\"StackSetOperation on AWSControlTowerBP-BASELINE-CLOUDWATCH  
with id 8aXXXXf5-e0XX-4XXa-bc4XX-dXXXXXee31 
has reached SUCCEEDED state but has 1 NON-CURRENT stack instances;  
here is the summary :{ StackSet Id:  
AWSControlTowerBP-BASELINE-CLOUDWATCH:40XXXbf2-Xead-46a1-XXXa-eXXXXecb2ee2,  
Stack instance Id:  
arn:aws:cloudformation:eu-west-1:1X23456789XX: 
            stack/StackSet-AWSControlTowerBP-BASELINE-CLOUDWATCH-4feXXXXXX-ecXX-XXc6-
bXXX-4ae678/4feXXXXXX-ecX-4ae123458,  
Status: OUTDATED,  
Status Reason: ResourceLogicalId:ForwardSnsNotification,  
ResourceType:AWS::Lambda::Function,  
ResourceStatusReason:aws-controltower-NotificationForwarder already exists in stack  
arn:aws:cloudformation:eu-west-1:1X23456789XX: 
            stack/StackSet-AWSControlTowerBP-BASELINE-CLOUDWATCH-4feXXXXXX-ecXX-XXc6-
bXXX-4ae678/4feXXXXXX-ecX-4ae123458.  
         

첫 번째 OU에서 나머지 리소스를 모두 제거한 후에는 계정을 새 OU에 성공적으로 초대, 프로비저닝 또는 등
록할 수 있습니다.

AWS 지원
기존 구성원 계정을 다른 지원 플랜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루트 계정 자격 증명으로 각 계정에 로그인하고, 플
랜을 비교하고, 원하는 지원 수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 플랜을 변경할 때는 MFA 및 계정 보안 연락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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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토리얼 및 실습

관련 정보
이 주제에서는 AWS Control Tower 기능 및 추가 개선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 사례와 모범 사례를 나열
합니다. 이 주제에는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블로그 게시물, 기술 문서 및 
관련 리소스에 대한 링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튜토리얼 및 실습
• AWS Control Tower 랩 — 이 실습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와 관련된 일반적인 작업에 대한 개괄

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 사용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

에서 맞춤형 지침 받기를 선택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선별된 YouTube 동영상 목록을 방문해 보

십시오.

네트워킹
반복적이고 관리 가능한 네트워크 패턴을 에서 설정합니다AWS. 고객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계, 자동화 
및 어플라이언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AWS퀵 스타트 VPC 아키텍처 — 이 퀵 스타트 가이드는AWS 클라우드 인프라의AWS 모범 사례를 기반으
로 네트워킹 기반을 제공합니다. AWS서비스 및 기타 리소스를 시작할 수 있는 퍼블릭 및 프라이빗 서브넷
이 있는AWS Virtual Private Network 환경을 구축합니다.

• AWS 서비스 카탈로그를 사용하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셀프 서비스 VPC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는 사용자 지정 VPC로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도록 Account Factory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Control Tower에서 서버리스 트랜짓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터 (STNO) 구현 — 이 블로그 게시물은 
계정 간의 네트워크 연결 액세스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블로그는 AWS Control Tower 관리
자 또는 해당AWS 환경 내에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안, 자격 증명 및 로깅
보안 태세를 확장하고, 외부 또는 기존 ID 공급자와 통합하고, 로깅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하세요.

보안

• AWS Control Tower 수명 주기 이벤트로AWS Security Hub 알림 자동화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기존 
계정과 신규 계정의 AWS Control Tower 다중 계정 환경에서 Security Hub 활성화 및 구성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활성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IAM Access Analyzer 결과를 
활성화하고 중앙 집중화하여 조직의 보안 가시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는 구성 데이터 관리 및 암호 관리를 위한 안전한 계층적 스토리
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안전한 위치에서 구성 정보를 공유하여 AWS Systems Manager Manager
와 AWS에서 사용할 수 CloudFormation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합성 팩을 배포할 리전의 리전을 리전에서 
리전을 리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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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배포 및 워크로드 관리

정체성

• 단일 로그인을 위해 Azure AD 사용자 ID를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 연결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IAM ID 센터 및 AWS Control Tower 타워와 함께 Azure AD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Okta 사용자의 AWS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하세요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및 AWS Control Tower 타워와 함께 Okta를 사용하
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로깅

• AWS중앙 집중식 로깅 솔루션 — 이 솔루션 게시물에서는 조직에서AWS 여러 계정 및AWS 지역에서 로그
를 수집, 분석 및 표시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로깅 솔루션을 설명합니다.

리소스 배포 및 워크로드 관리
리소스 및 워크로드를 배포하고 관리합니다.

• 시작하기 라이브러리 통합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작하기 포트폴리오를 설명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 클라우드 관리인의 지속적인 배포

기존 조직 및 계정 작업
기존AWS 조직 및 계정과 함께 작업하세요.

• 계정 등록 — 이 사용 설명서 주제에서는 AWS Control Tower에 기존AWS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 AWS Control Tower 계정 만들기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기존AWS 조직에 AWS Control Tower 타워
를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Config 적합성 팩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확장하세요.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AWSAWS Config Control Tower가 기존 계정 및 조직을 거버넌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적합성 팩을 배
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여 가드레일 위반을 탐지하고 완화하는 방법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제
어 규정 준수 위반에 대해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제어를 추가하는 방법과 SNS 알림을 구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동화 및 통합
계정 생성을 자동화하고 AWS Control Tower와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통합하십시오.

• 수명 주기 이벤트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AWS Control Tower에서 수명 주기 이벤트를 사용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 계정 생성 자동화 — 이 블로그 게시물은 AWS Control Tower에서 자동 계정 생성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 Amazon VPC 흐름 로그 자동화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다중 계정 환경에서 Amazon VPC 흐름 로그를 
자동화하고 중앙 집중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Control Tower 수명 주기 이벤트로 VPC 태깅 자동화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AWS Control 
Tower에서 수명 주기 이벤트를 통해 VPC에 대한 리소스 태깅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자동화된 계정 관리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AWS Control Tower 환경을 설정한 후 계정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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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AWS Control Tower의 다른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십시오.

• CloudEndure 마이그레이션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AWS 
Control CloudEndure Tower와 다른AWS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련 AWS 서비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의 오케스트레이션 계층 역할을AWS Organizations 합니다. 따라서 AWS 
Organizations 콘솔과 API를 통해 AWS 컨트롤 타워와 연동되는 20개 이상의 다른 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해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AWS Organizations를 통해 AWS Control Tow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서비스 목록은 AWS 
Organizations에서 사용할 수 있는 AWS Organizations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 이러한 관련 AWS 서비스에 대해 다중 계정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활성화해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 AWS 서비스와 함께 AWS Organizations를 참조하세요.

Note

AWSIAM ID 센터 및AWS CloudTrail 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자동으로 설정되고 완전히 
통합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AWS Config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또는 
위임된 관리 설정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를 통해 제공되는 일부AWS 서비스는 AWS Systems Manager 및 AWS Firewall Manager 비롯하여 위임된 
관리를 사용할AWS Organizations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된 관리자 구성 및 Firewall Manager의 
위임된 관리자 계정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AWS Firewall Manager Manager를 사용한 보안 그룹 설정 동
영상도 참조하십시오.

AWS Marketplace해결책
에서 솔루션을 찾아보세요AWS Marketplace.

• AWS Control Tower Marketplace — 타사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AWS Control 
Tower 솔루션을AWS Marketplace 제공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ID 관리, 다중 계정 환경의 보안, 중앙 집
중식 네트워킹, 운영 인텔리전스,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SIEM) 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및 운영 사용 사
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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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 현재

AWS Control Tower Conwer의 릴리스 
노트

다음은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AWS Control Tower 릴리스와 서비스에 
자동으로 통합되는 릴리스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기능 및 릴리스는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발표된 날짜를 기준으로 역연대순 (가장 최근 것부터) 으로 나열됩니
다. 기능 또는 릴리스가 문서화되는 시점과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시점 사이에 지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
에 나열된 기능 또는 릴리스에 대한 날짜는 해당 날짜와 약간 다를 수문서 기록 (p. 1081) 있습니다.

2023년에 출시된 기능 (p. 1057)

2022년에 출시된 기능 (p. 1059)

2021년에 출시된 기능 (p. 1068)

2020년에 출시된 기능 (p. 1074)

2019년에 출시된 기능 (p. 1078)

2023년 1월 - 현재
2023년 1월부터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출시했습니다.

• 7가지 추가AWS 리전 구매 가능 (p. 1057)
• 테라폼용 Account Factory (AFT)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 추적  (p. 1058)
•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참조하십시오. (p. 1058)
• 사전 제어 정식으로 사용 가능 (p. 1059)

7가지 추가AWS 리전 구매 가능
2023년 4월 19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태평양 (홍콩, 자카르타, 오사카), EU (밀라노), 중동 (바레인),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리전 옵트인 리전이라고 하는 AWS 
Control Tower용 추가 리전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활성화되는 미국 서부 (캘리
포니아 북부) 리전은 예외입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일부 컨트롤은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할 수AWS 리전 있는 추가 리전
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당 리전은 필수 기본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부 정보는 제어 제
한 (p. 27)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새 리전 중에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리전에서 CFC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홍콩), 중동 (바레인),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미국 서부 (밀라노), 중동 (바레인), 아프리카 (케이프타
운) 리전에서 CFC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AWS 리전에서의 가용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가 리전 및 컨트롤의 제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옵트인 리전용 리전용 리전용 리전용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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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용 Account Factory (AFT)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 추적 

AFT에 필요한 VPCe 엔드포인트는 중동 (바레인) 리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AFT를 배포하
는 고객은 파라미터와 함께 배포해야aft_vpc_endpoints=false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ADME 파일
의 매개 변수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VPC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리전에 두 개의 가용 존을 Amazon EC2.us-
west-1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에서는 여섯 개의 서브넷이 두 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및 VPC 개요 (p. 82)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GetRegionOptStatus Tower는 AWS Control Tower가AWS 계정 관리 서비스에서 구현
한EnableRegionListRegions, 및 API를 호출할 수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있는 새로
운 권한을 추가하여 landing zone 존의 공유 계정 (관리 계정, 로그 아카이브 계정, 감사 계정) 및 OU 멤버 계
정에서 이러한 추가 기능을AWS 리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의 관
리형 정책 (p. 1009)을 참조하세요.

테라폼용 Account Factory (AFT) 계정 사용자 지정 요
청 추적
AFT는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 추적을 지원합니다.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을 제출할 때마다 AFT는 AFT 사용
자 지정AWS Step Functions 상태 시스템을 통과하는 고유한 추적 토큰을 생성하며, 이 시스템은 실행의 일
부로 토큰을 기록합니다. Amazon CloudWatch Logs 인사이트 쿼리를 사용하여 타임스탬프 범위를 검색하
고 요청 토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과 함께 제공되는 페이로드를 볼 수 있으므로 전체 AFT 워
크플로우에서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AF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CloudWatch 로그 및 Step Functions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아마존 CloudWatch 로그란 무엇인가요? 아마존 CloudWatch 로그 사용 설명서에서
• AWS Step Functions 개발자 가이드의 AWS Step Functions란 무엇인가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참조하십시오.
2023년 2월 9일

(AWS Control Tower 존을 버전 3.1로 설정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랜딩 영역 업
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3.1에는 다음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릴리스에서 AWS Control Tower는 Log Archive 계정에 액세스 로그가 저장되는 Amazon S3 버킷인 
액세스 로깅 버킷에 대한 불필요한 액세스 로깅을 비활성화하는 동시에 S3 버킷에 대한 서버 액세스 로깅
을 계속 활성화합니다. 이 릴리스에는AWS Support 플랜 및 같은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추가 작업을 허용
하는 Region Deny 컨트롤에 대한 업데이트도 포함되어AWS Artifact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액세스 로깅 버킷에 대한 서버 액세스 로깅을 비활성화하면 Security Hub가 Log 
Archive 계정의 액세스 로깅 버킷에 대한 검색 결과를 생성합니다.AWS Security Hub 규칙에 따라 [S3.9] 
S3 버킷 서버 액세스 로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Security Hub에 따라 이 규칙의 Security Hub 설명에 따라 
이 특정 결과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숨겨진 검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
오.

• Log Archive 계정의 (일반) 로깅 버킷에 대한 액세스 로깅은 버전 3.1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모범 사례
에 따라 해당 버킷의 액세스 이벤트는 액세스 로깅 버킷에 로그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액세스 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설명서의 서버 액세스 로깅을 사용한 요청 로깅을 참조하십시오.

• 지역 거부 컨트롤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더 많은 글로벌 서비스의 작업을 허용합니다. 이 
SC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청된AWS 리전에AWS 따라 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 (p. 952) 및 을 참조하십
시오데이터 레지던시 보호를 강화하는 제어 (p. 951).

글로벌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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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제어 정식으로 사용 가능

• AWS Account Management (account:*)
• AWS활성화 (activate:*)
• AWS Artifact (artifact:*)
• AWS Billing Conductor (billingconductor:*)
• AWS Compute Optimizer (compute-optimizer:*)
• AWS Data Pipeline (datapipeline:GetAccountLimits)
• AWS Device Farm(devicefarm:*)
• AWS Marketplace (discovery-marketplace:*)
• 아마존 ECR (ecr-public:*)
• AWS License Manager (license-manager:ListReceivedLicenses)
• AWSLightsail (lightsail:Get*)
• AWS 리소스 탐색기 (resource-explorer-2:*)
• Amazon S3 

(s3:CreateMultiRegionAccessPoints3:GetBucketPolicyStatus,s3:PutMultiRegionAccessPointPolicy)
• AWSSavings Plans (savingsplans:*)
• IAM Identity Center (sso:*)
• AWS Support App (supportapp:*)
• AWS Support플랜 (supportplans:*)
• AWS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 AWS Resource Groups Tagging API (tag:GetResources)
• AWS Marketplace벤더 인사이트 (vendor-insights:ListEntitledSecurityProfiles)

사전 제어 정식으로 사용 가능
2023년 1월 24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미리 보기 상태로 발표되었던 선택적 사전 예방 제어 기능을 이제 정식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는 리소스를 배포하기 전에 리소스를 검사하여 새 리소스가 사용자 환경에서 활성화된 제어를 준
수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리소스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지
원하는 포괄적인 제어 (p. 1060)을 참조하세요.

2022년 1월 - 12월
2022년에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출시했습니다.

• 동시 계정 운영 (p. 1060)
•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p. 1060)
• AWS리소스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어 (p. 1060)
• 모든AWS Config 규칙에 대한 규정 준수 상태 보기 가능 (p. 1061)
• 컨트롤용 API 및 새AWS CloudFormation 리소스 (p. 1061)
• cFCT는 스택 세트 삭제를 지원합니다 (p. 1062)
• 사용자 지정 로그 보존 (p. 1062)
• 롤 드리프트 수리 가능 (p. 1062)
•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참조하십시오. (p. 1062)
• 조직 페이지에는 OU 및 계정 보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p.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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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회원 계정에 대한 간편한 등록 및 업데이트 (p. 1065)
• AFT는 공유된 AWS Control Tower 계정에 대한 자동화된 사용자 지정을 지원합니다 (p. 1065)
• 모든 선택적 제어에 대한 동시 작업 (p. 1066)
• 기존 보안 및 로깅 계정 (p. 1066)
•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확인하십시오. 버전 2.9 (p. 1067)
•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확인하십시오. 버전 2.8 (p. 1067)

동시 계정 운영
2022년 12월 16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어카운트 팩토리에서 동시 작업을 지원합니다. 한 번에 최대 5개의 계정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계정 구축을 완료하는 동안 최대 5개의 작업을 연
속으로 제출하고 각 요청의 완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다른 계정을 업데이트하거
나 전체 OU (Organization Unit) 를 다시 등록하기 전에 각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
다.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2022년 11월 28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카운트 팩토리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콘솔 내에서 신규 및 기존 계정을 사용자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용자 지정 기능을 사용하면 특화된 Service Catalog 제품에 포함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인 계정 청사진을 유연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는 완전히 커스터마이징
된 리소스 및 구성을 제공합니다. 특정 사용 사례에 맞게 계정을 사용자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AWS 파트
너가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전 정의된 블루프린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가 콘솔에서 계정 사용자 지정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어카운트 팩토리 업데이트를 통해 계정 요구 사항을 미리 정의하고 잘 정의된 워크플로의 일부로 이를 구현
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적용하여 새 계정을 생성하고, 다른AWS 계정을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하고, 기존 AWS Control Tower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팩토리에서 계정을 프로비전, 등록 또는 업데이트할 때 배포할 블루프린트를 선택합니다. 블루프린
트에 지정된 리소스는 계정에 프로비저닝됩니다. 계정 구축이 완료되면 모든 사용자 지정 구성을 즉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자 지정을 시작하려면 Service Catalog 제품에서 원하는 사용 사례에 맞는 리소스를 정의하면 됩
니다. 또한AWS 시작 라이브러리에서 파트너 관리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ccount 
Factory 사용자 지정 (AFC) 으로 계정 사용자 지정 (p. 140)을 참조하세요.

AWS리소스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제어
2022년 11월 28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WS Control Tower는 이제AWS CloudFormation 후크를 통해 구현되는 새로운 선택적 사전 예방적 제어를 
비롯한 포괄적인 제어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어를 사전 예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리소스를 배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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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리소스를 확인하여 새 리소스가 사용자 환경에서 활성화된 제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
니다.

130개 이상의 새로운 사전 예방적 제어를 통해 AWS Control Tower 환경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업
계 표준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20개 이상의 다른AWS 서비스에 대한 AWS Control 
Tower 상호 작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제어 라이브러리는 관련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따라 이러한 제어를 분류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사전 예방적 제어 (p. 228)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번 릴리스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기본 보안 모범 사례 (FSBP) 표준을 지원하는 새로운 
Security Hub 서비스 관리 표준인 AWS Control Tower 타워와도AWS Security Hub 통합되었습니다. 콘솔
에서 AWS Control Tower 컨트롤과 함께 160개 이상의 Security Hub 컨트롤을 볼 수 있으며, AWS Control 
Tower 환경에 대한 Security Hub 보안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ecurity Hub 표준 (p. 950)을 
참조하세요.

모든AWS Config 규칙에 대한 규정 준수 상태 보기 가
능
2022년 11월 18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된 조직 단위에 배포된 모든AWS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도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AWS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AWS Control Tower에서 탐지 제어라고 하는 Config 규칙을 설정하거나AWS Config 서
비스를 통해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서 배포한AWS Config 규칙이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배포한 
규칙과 함께 표시됩니다.

이전에는AWS Config 서비스를 통해 배포된AWS Config 규칙이 AWS Control Tower 콘솔에 표시되지 않았
습니다. 고객은 해당AWS Config 서비스로 이동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AWS Config 규칙을 식별해야 했
습니다. 이제 AWS Control Tower 콘솔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AWS Config 규칙을 식별할 수 있
습니다. 모든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보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의 계정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관리하는 컨트롤과 AWS Control Tower 외부에 배포된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보여주는 목록이 표시됩니다.

컨트롤용 API 및 새AWS CloudFormation 리소스
2022년 9월 1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WS Control Tower는 이제 일련의 API 호출을 통해 가드레일이라고도 하는 컨트롤의 프로그래밍 방식 관
리를 지원합니다. 새AWS CloudFormation 리소스는 컨트롤을 위한 API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p. 44) 및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리소스 생성 (p. 48)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API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라이브러리의 컨트롤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고 애플리케이
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API에는 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AWS CloudFormation 있으므로AWS 리소스를 
infrastructure-as-code (IaC) 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전체 조직 단위 (OU) 및 OU 내의 
모든AWS 계정에 대한 정책 의도를 나타내는 선택적 예방 및 탐지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변경해도 계속 유효합니다.

이번 릴리스에 포함된 API

• EnableControl— 이 API 호출은 컨트롤을 활성화합니다. 지정된 조직 단위 및 이를 포함하는 계정에서
AWS 리소스를 생성하는 비동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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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ableControl— 이 API 호출은 컨트롤을 끕니다. 지정된 조직 단위 및 이를 포함하는 계정에서AWS 리소
스를 삭제하는 비동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 GetControlOperation— 특정 EnableControl또는 DisableControl작업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 ListEnabledControls— 지정된 조직 단위 및 이를 포함하는 계정에서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선택적 컨트롤의 컨트롤 이름 목록을 보려면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의 을 참조하십시오API 및 컨
트롤용 리소스 식별자 (p. 49).

cFCT는 스택 세트 삭제를 지원합니다
2022년 8월 26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WS Control Tower (CFCT) 의 사용자 지정은 이제manifest.yaml 파일에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스택 세
트 삭제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스택 세트 삭제 (p. 65)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처음에 값을enable_stack_set_deletion to로true 설정하면 다음에 cFCT를 호출할 때 접
두사로CustomControlTower- 시작하고 연결된 키 태그가Key:AWS_Solutions, Value: 
CustomControlTowerStackSet 있고 매니페스트 파일에 선언되지 않은 모든 리소스가 삭제 스
테이징됩니다.

사용자 지정 로그 보존
2022년 8월 15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랜딩 영역 업
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AWS Control Tower CloudTrail 로그를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의 보존 
정책을 사용자 지정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mazon S3 로그 보존 정책을 일 또는 년 단위로 최대 15년까지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 보존을 사용자 지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 설정은 표준 계정 로깅의 경우 1년, 액세스 로깅의 경우 10년입
니다.

이 기능은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거나 수리할 때 AWS Control Tower를 통해 기존 고객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은 AWS Control Tower 설치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롤 드리프트 수리 가능
2022년 8월 11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역할 이동에 대한 수리를 지원합니다. landing zone 존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고도 필요한 역할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드리프트 복구가 필요한 경우 콘솔 오류 페이지에
서 역할 복원 단계를 제공하여 landing zone 존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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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버전 3.0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참조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3.0에는 다음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직 수준의AWS CloudTrail 트레일을 선택하거나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CloudTrail 트레일을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새로운 탐지 컨트롤을 통해 계정의 로깅 활동 여부를AWS CloudTrail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 리전의 글로벌 리소스에 대한AWS Config 정보만 집계하는 옵션입니다.
• 지역 거부 제어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 관리형 정책 업데이트,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
• 등록된 각 계정에는 더 이상 IAMaws-controltower-CloudWatchLogsRole 역할과 CloudWatch 로그 

그룹이aws-controltower/CloudTrailLogs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계정 내역을 위해 각 계정
에서 이러한 기능을 생성했습니다. 조직 내역을 사용하면 관리 계정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각각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조직 수준 CloudTrail 트레일

landing zone 버전 3.0을 통해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조직 수준의AWS CloudTrail 트레일을 지원
합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버전 3.0으로 업데이트하면 조직 수준의AWS CloudTrail 트레일을 로
깅 기본 설정으로 선택하거나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CloudTrail 트레일을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
다. 버전 3.0으로 업데이트하면 AWS Control Tower는 24시간의 대기 기간 후에 등록된 계정에 대한 기존 계
정 수준 기록을 삭제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등록되지 않은 계정의 계정 수준 추적을 삭제하지 않습니
다. landing zone 3.0부터 AWS Control Tower는 더 이상AWS 관리하는 계정 수준의 트레일을 지원하지 않습
니다. 대신 AWS Control Tower는 선택에 따라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인 조직 수준의 트레일을 생성합니다.

Note

버전 3.0 이상으로 업데이트한 후에는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계정 수준 CloudTrail 트레
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로그가 저장된 기존 Amazon S3 버킷에 남아 있기 때문에 집계된 계정 로그에서 로깅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
습니다. 트레일만 삭제되며 기존 로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조직 수준의 트레일을 추가하는 옵션을 선택하
면 AWS Control Tower는 Amazon S3 버킷 내의 새 폴더에 대한 새 경로를 열고 해당 위치로 로깅 정보를 계
속 전송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트레일을 옵트아웃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존 로그는 변경
되지 않고 버킷에 남아 있습니다.

로그 스토리지를 위한 경로 명명 규칙

• 계정 기록 로그는 다음 형식의 경로와 함께 저장됩니다./org id/AWSLogs/…
• 조직 기록 로그는 다음 형식의 경로와 함께 저장됩니다./org id/AWSLogs/org id/…

AWS Control Tower에서 조직 수준 CloudTrail 트레일을 위해 생성하는 경로는 수동으로 생성한 조직 수준 
트레일의 기본 경로와 다릅니다. 이 경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 /AWSLogs/org id/…

CloudTrail 경로 이름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로그 파일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Tip

계정 수준의 트레일을 직접 생성하고 관리하려는 경우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3.0으
로 업데이트를 완료하기 전에 새 트레일을 생성하여 즉시 로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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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참조하십시오.

언제든지 새 계정 수준 또는 조직 수준 CloudTrail 트레일을 만들고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조직 수준의 CloudTrail 트레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landing zone 존을 버전 3.0 이
상으로 업데이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조직 수준의 트레일을 선택
하거나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타사 서비스에서 로그를 관리하는 경우 서비스에 새 경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Note

버전 3.0 이상의 랜딩 존에서는 AWS Control Tower에서 계정 수준AWS CloudTrail 트레일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체 계정 수준 트레일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하거나 AWS Control Tower
에서 관리하는 조직 수준의 트레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 지역의AWS Config 리소스만 기록하십시오.

landing zone 버전 3.0에서 AWS Control Tower는 홈 리전의 글로벌 리소스만 기록하도록 기본 구성을 업데
이트했습니다.AWS Config 버전 3.0으로 업데이트하면 글로벌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 기록이 홈 지역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이 구성은 모범 사례입니다. AWS Security Hub및 에서 권장하며 글로벌 리소스를 생성AWS Config, 수정 또
는 삭제할 때 생성되는 구성 항목 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고객 또는AWS 서비스에 
의해 글로벌 리소스가 생성, 업데이트 또는 삭제될 때마다 각 관리 지역의 각 항목에 대해 구성 항목이 생성
되었습니다.

AWS CloudTrail로깅을 위한 두 가지 새로운 탐지 컨트롤

조직 수준AWS CloudTrail 트레일 변경의 일환으로 AWS Control CloudTrail Tower는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
는 두 가지 새로운 탐지 컨트롤을 도입합니다. 첫 번째 컨트롤에는 필수 지침이 있으며 3.0 이상의 설치 또는 
landing zone 업데이트 중에 Security OU에서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컨트롤에는 강력히 권장되는 지침이 있
으며 필수 제어 보호가 이미 적용된 보안 OU 이외의 모든 OU에도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필수 제어: 보안 조직 단위의 공유 계정에 CloudTrail Lake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
다 (p. 227).AWS CloudTrail

강력히 권장되는 제어: 계정에 CloudTrail Lake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를AWS CloudTrail 감지할 (p. 977)
수 있습니다.

새로운 Control Tow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p. 213).

지역 거부 제어 업데이트

아래 나열된 일부 추가 서비스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지역 거부 제어 NotAction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chatbot:*”, 
            "s3:GetAccountPublic", 
            "s3:DeleteMultiRegionAccessPoint",  
            "s3:DescribeMultiRegionAccessPointOperation",  
            "s3:GetMultiRegionAccessPoint",  
            "s3:GetMultiRegionAccessPointPolicy",  
            "s3:GetMultiRegionAccessPointPolicyStatus", 
            "s3:ListMultiRegionAccessPoints", 
            "s3:GetStorageLensConfiguration",  
            “s3:GetStorageLensDashboard",  
            “s3:ListStorageLensConfigurations” 
            “s3:GetAccountPublicAccessBlock“,, 
            “s3:PutAccountPublic",  
            “s3:PutAccountPublicAccess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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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페이지에는 OU 및 계정 보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안내
이 동영상 (3:07) 에서는 기존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동영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여 전체 화면으로 확대하면 더 잘 보입니다. 자막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WS Control Tower 랜딩 존을 랜딩 존 3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 안내

조직 페이지에는 OU 및 계정 보기가 결합되어 있습니
다.
2022년 7월 1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의 새로운 조직 페이지에는 모든 조직 단위 (OU) 및 계정을 계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OU 및 계정 페이지의 정보를 결합합니다.

새 페이지에서 상위 OU와 중첩된 OU 및 계정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 그룹화에 대한 조치를 취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보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층적 보기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계정 
또는 OU만 표시하도록 보기를 필터링하거나, 등록된 계정과 등록된 OU만 보도록 선택하거나, 관련 리소스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조직이 제대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개별 회원 계정에 대한 간편한 등록 및 업데이트
2022년 5월 31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이제 AWS Control Tower는 회원 계정을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등록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
다. 각 계정에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기가 표시되므로 회원 계정에 최신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더 쉽게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몇 단계만 거치면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고, 계정 변동을 해결하거나, 등록된 OU에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업데이트하면 각 업데이트 작업에 계정의 전체 OU (조직 구성 단위) 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
서 개별 계정을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의 추가 지원을 받아 계정을 AWS Control Tower OU에 등록할 수 있
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한 기존 계정은 여전히 계정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
며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등록된 OU를 선택하고 Enroll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OU에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정 팩토리의 계정 생성 워크플로우와 계정 등록 기능을 분리하여 이러한 유사한 프로세스를 더 잘 구분하
고 계정 정보를 입력할 때 설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AFT는 공유된 AWS Control Tower 계정에 대한 자동화
된 사용자 지정을 지원합니다
2022년 5월 27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ccount Factory for Terraform (AFT) 은 이제 등록된 계정과 함께 관리 계정, 감사 계정 및 로그 아카이브 계
정을 포함하여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모든 계정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자 지정하고 업데이
트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계정 구성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계정 사용
자 지정 및 업데이트 관리를 중앙 집중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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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택적 제어에 대한 동시 작업

이제 기존 AWSAFTExecution역할이 모든 계정에 사용자 지정을 배포합니다. 비즈니스 및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AWSAFTExecution역할 액세스를 제한하는 경계를 사용하여 IAM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
뢰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해 해당 역할에서 승인된 사용자 지정 권한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위임할 수 있습
니다. 모범 사례로 필요한 사용자 지도의 상용 버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AFT는 이제 공유 계정 및 관리 계정을 비롯한 모든 관리 계정에 AFT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는 새
AWSAFTService역할을 생성합니다. 이전에는 AWSAFTExecution역할별로 리소스를 배포했습니다.

AWS Control Tower 공유 및 관리 계정은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프로비저닝되지 않으므로 해당 계정에는 
해당하는 프로비저닝된 제품이 없습니다AWS Service Catalog. 따라서 Service Catalog 카탈로그에서 공유 
및 관리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적 제어에 대한 동시 작업
2022년 5월 1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는 이제 예방 제어 및 탐지 제어를 위한 동시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이제 모든 옵션 컨트롤을 동시에 적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옵션 컨트롤의 
사용 편의성과 성능이 향상됩니다. 개별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러 옵션 컨트롤을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제한 시간은 AWS Control Tower가 landing zone 설정을 진행 중이거나 거버넌스
를 새 조직으로 확장하는 동안입니다.

예방 제어를 위해 지원되는 기능:

• 동일한 OU에서 다양한 예방 제어를 적용하고 제거합니다.
• 여러 OU에 서로 다른 예방 제어를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합니다.
• 여러 OU에 동일한 예방 제어를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하십시오.
• 예방 및 탐지 제어를 동시에 적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의 모든 릴리스 버전에서 이러한 제어 동시성 개선 사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OU에 예방 제어를 적용하면 해당 계정과 OU가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
상 OU 아래에 중첩된 모든 계정 및 OU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방 제어는 의 일부인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AWS Organizations. Detective 제어는AWS Config 규칙을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가드레일은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변경할 때 계속 유효하며, AWS Control Tower는 각 계정이 
활성화된 정책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사용 가능한 Control Tower 단원
을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p. 213).

기존 보안 및 로깅 계정
2022년 5월 16일

(초기 설정 중에 사용 가능)

이제 AWS Control Tower는 초기 landing zone 설정 프로세스 중에 기존AWS 계정을 AWS Control Tower 보
안 또는 로깅 계정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에서 새
로운 공유 계정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계정이라고 하는 보안 계정은 보안 및 규정 준수 
팀이 landing zone 존의 모든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제한된 계정입니다. 기본적으로 Log Archive 계정이라
고 하는 로깅 계정은 리포지토리로 작동합니다. landing zone 존에 있는 모든 계정의 API 활동 및 리소스 구
성 로그를 저장합니다.

기존 보안 및 로깅 계정을 가져오면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기존 조직으로 확장하거나 대체 landing 
zone 존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로 이전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기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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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확인하십시오. 버전 2.9

기 landing zone 설정 중에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성공적인 배포를 보장하는 설치 프로세스 중 검사가 포함됩
니다. AWS Control Tower는 기존 계정에 필요한 역할과 제어를 구현합니다. 이러한 계정에 있는 기존 리소
스 또는 데이터는 제거하거나 병합하지 않습니다.

제한: 기존AWS 계정을 감사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으로 AWS Control Tower에 가져오려는 경우 해당 계정
에 기존AWS Config 리소스가 있는 경우, 계정을 AWS Control Tower에 등록하기 전에 기존AWS Config 리
소스를 삭제해야 합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확인하십시오. 
버전 2.9
2022년 4월 22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버전 2.9로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2.9는 Python 버전 3.9 런타임을 사용하도록 알림 전달자 Lambda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2022년 7월에 예정된 Python 버전 3.6의 지원 중단 문제를 해결합니다. 최신 
정보는 Python 지원 중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확인하십시오. 
버전 2.8
2022년 2월 10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버전 2.8로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2.8에는 AWS기본 보안 모범 사례의 최신 업데이트에 맞는 기능이 추
가되었습니다.

이번 릴리즈에서는

• 기존 S3 액세스 로그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추적하기 위해 Log Archive 계정의 액세스 로그 버킷에 대한 
액세스 로깅이 구성됩니다.

• 수명 주기 정책에 대한 Support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S3 액세스 로그 버킷의 액세스 로그는 기본 보존 기
간인 10년으로 설정됩니다.

• 또한 이번 릴리스에서는 모든 관리 계정 (관리 계정 제외) 에서 에서 제공하는AWSAWS Config 서비스 연
결 역할 (SLR) 을 사용하도록 AWS Control Tower를 업데이트하므로AWS Config 모범 사례에 맞게 Config 
규칙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고객은 기존 역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릴리스는 Config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AWS Control Tower KMS 구성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관련 
상태 메시징을 CloudTrail 개선합니다.

• 이 릴리스에는 이route53-application-recovery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Region Deny 컨트롤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us-west-2 있습니다.

• 업데이트: 2022년 2월 15일에 AWS Lambda 함수의 데드 레터 대기열을 제거했습니다.

추가 세부 정보:

• landing zone 존을 폐기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AWS Config 서비스 연결 역할을 제거하지 않습니
다.

• Account Factory 계정을 프로비저닝 해제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AWS Config 서비스 연결 역할
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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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 12월

landing zone 존을 2.8로 업데이트하려면 랜딩 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2.8 버전을 선택한 다음 업데이트
를 선택합니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한 후에는 에 나와 있는 대로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모든 계정을 업데이트해야AWS Control Tower 타워의 구성 업데이트 관리 (p. 40) 합니다.

2021년 1월 - 12월
2021년에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출시했습니다.

• 지역 거부 기능 (p. 1068)
• 데이터 레지던시 기능 (p. 1068)
• AWS Control Tower, Terraform 계정 프로비저닝 및 사용자 지정 도입 (p. 1069)
• 새 수명 주기 이벤트 (p. 1069)
• AWS Conwer의 중첩된 OUwer (p. 1069)
• Detective 제어 동시성 (p. 1070)
• 두 개의 새로운 지역 이용 가능 (p. 1070)
• 지역 선택 취소 (p. 1071)
•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키 관리 시스템과 함께 작동합니다. (p. 1071)
• 컨트롤 이름은 변경되었지만 기능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p. 1071)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매일 SCP를 스캔하여 드리프트를 확인합니다. (p. 1072)
• OU 및 계정의 사용자 지정 이름 (p. 1072)
•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참조하십시오. (p. 1072)
• 세 개의 새로운AWS 지역 이용 가능 (p. 1073)
• 선택한 지역만 관리 (p. 1073)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거버넌스를AWS 조직 내 기존 OU로 확장합니다. (p. 1074)
•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대량 계정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p. 1074)

지역 거부 기능
2021년 11월 30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WS Control Tower는 이제 AWS Control Tower 환경에서 등록된 계정의AWS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액세
스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 거부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전 거부 기능은 AWS Control Tower의 기존 
리전 선택 및 리전 선택 취소 기능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규정 준수 및 규제 문제를 해
결하는 동시에 추가 지역으로의 확장과 관련된 비용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AWS 고객은 프랑크푸르트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AWS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AWS Control Tower 설정 프로세스 중에 또는 랜딩 존 설정 페이지에서 제한된 지역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지역 거부 기능은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AWS 서비스는 지역 거부 기능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거부 제어 구성 (p. 114) 단원을 참조하
세요.

데이터 레지던시 기능
2021년 11월 30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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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Terraform 계
정 프로비저닝 및 사용자 지정 도입

AWS Control Tower는 이제AWS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모든 고객 데이터가 지정한AWS 지역에만 위치하도
록 특별히 구축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 데이터가 저장되고 처리되는AWS 지역 또는 지역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할 수 있는 리전의 전체 목록은 AWS리전 표를 참조하십시
오.AWS

세분화된 제어를 위해 Amazon 가상 사설망 (VPN) 연결 금지 또는 Amazon VPC 인스턴스의 인터넷 액세
스 허용과 같은 추가 제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컨트롤의 규정 준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Control Tower 단원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Control Tower (p. 213).

AWS Control Tower, Terraform 계정 프로비저닝 및 사
용자 지정 도입
2021년 11월 29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선택적 업데이트)

이제 Terraform을 사용하여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AFT) 를 통해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맞춤형 계정을 프로비저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FT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관리하는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단일 Terraform 인프라를 코드형 코
드 (IaC) 파이프라인을 제공합니다. 프로비저닝 중에 사용자 지정하면 최종 사용자에게 계정을 제공하기 전
에 비즈니스 및 보안 정책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FT 자동 계정 생성 파이프라인은 계정 프로비저닝이 완료될 때까지 모니터링한 다음 계속하여 필요한 사용
자 지정으로 계정을 향상시키는 추가 Terraform 모듈을 트리거합니다. 사용자 지정 프로세스의 추가 부분으
로 사용자 지정 Terraform 모듈을 설치하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일반 사용자 지정을 위해 에서 제공하
는AWS AFT 기능 옵션을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에 제공된 단계를 따르고 Terraform 인스턴스용 AFT를 다운로드하여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를 시작하십시오.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Account 
Factory 배포 (AFT) (p. 151) AFT는 테라폼 클라우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및 테라폼 오픈 소스 배포를 지원
합니다.

새 수명 주기 이벤트
2021년 11월 1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PrecheckOrganizationalUnit이벤트는 중첩된 OU의 리소스를 포함하여 확장 거
버넌스 작업의 성공을 방해하는 리소스가 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PrecheckOrganizationalUnit (p. 1029)을 참조하세요.

AWS Conwer의 중첩된 OUwer
2021년 11월 16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이제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면 landing zone 존의 일부로 중첩된 OU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중첩된 조직 단위 (OU) 를 지원하므로 계정을 여러 계층 수준으로 구성하고 예방 제어
를 계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OU가 포함된 OU를 등록하고, 상위 OU 아래에 OU를 생성 및 등
록하고, 등록된 OU에서 깊이에 관계없이 제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콘솔에는 
관리되는 계정 및 OU 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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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ve 제어 동시성

중첩된 OU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OU를AWS 다중 계정 전략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상위 OU 
수준에서 제어를 적용하여 여러 OU에서 제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1. 기존 다중 레벨 OU를 AWS Control Tower에 한 번에 한 OU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 OU부터 시작
하여 트리 아래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플랫 OU 구조에서 중첩된 OU 구조로 확장 (p. 193)을 
참조하세요.

2. 등록된 OU 바로 아래에 있는 계정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트리 아래에 있는 계정은 직계 상위 OU를 등
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예방 제어 (SCP) 는 계층 구조 아래로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부모에 적용된 SCP는 모든 중첩된 OU에 상
속됩니다.

4. Detective 제어 (AWS Config 규칙) 는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5. 탐지 제어 규정 준수는 각 OU에서 보고합니다.
6. OU의 SCP 드리프트는 해당 OU에 속한 모든 계정과 OU에 영향을 미칩니다.
7. 보안 OU (코어 OU) 아래에는 새 중첩된 OU를 만들 수 없습니다.

Detective 제어 동시성
2021년 11월 5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선택적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 탐지 컨트롤은 이제 탐지 컨트롤에 대한 동시 작업을 지원하여 사용 편의성과 성능을 개
선합니다. 개별 제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러 탐지 제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능:

• 동일한 OU에서 다양한 탐지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예: 루트 사용자에 대한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검색 및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쓰기 액세스가 허용되는지 여부 감지).

• 여러 OU에서 다양한 탐지 컨트롤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제어 동시성 작업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하도록 Guardrail 오류 메시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릴리스에서는 지원되지 않음:

• 여러 OU에서 동일한 탐지 제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방 제어 동시 실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의 모든 버전에서 탐지 제어 동시성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전 2.7을 사용하
지 않는 고객은 landing zone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최신 버전에서 제공되는 지역 선택 및 선택 취소와 같은 
다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지역 이용 가능
2021년 7월 29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

AWS Control Tower는 이제 남미 (상파울루) 와 유럽 (파리) 이라는 두 개의 추가AWS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가용성을 15개AWS 지역으로 확장합니다.

AWS Control Tower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모든 지역에서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시 중에 
AWS Control Tower에서 다중 계정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할 리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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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택 취소

이미 AWS Control Tower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 이상의 지원되는 지역에서 AWS Control Tower 거버
넌스 기능을 확장하거나 제거하려는 경우,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의 랜딩 존 설정 페이지로 이동한 다
음 리전을 선택하십시오.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한 후에는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모든 계정
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지역 선택 취소
2021년 7월 29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선택적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 지역 선택을 취소하면 AWS Control Tower 리소스의 지리적 위치를 관리하는 능력이 향
상됩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려는 지역을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규정 준수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추가 지역으로의 확장과 관련된 비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리전 선택 취소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를 사용하여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멤버 계정을 등록하거나, 거버넌스 확장을 선택하
여 기존 조직 단위에 계정을 등록하면 AWS Control Tower는 중앙 집중식 로깅, 모니터링 및 제어를 포함하
는 거버넌스 기능을 계정의 선택한 지역에 배포합니다. 지역을 선택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서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제거하면 해당 거버넌스 기능이 제거되지만 사용자가 해당 지역에AWS 리소스 또는 워크
로드를 배포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키 관리 시스템과 함
께 작동합니다.
2021년 7월 2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선택적 업데이트)

AWS Control Tower 타워는AWS KMS (AWS키 관리 서비스)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키는, 
및 관련 Amazon S3 데이터를 포함하여AWS CloudTrail AWS Control Tower에서 배포하는 서비스를 보호하
기 위해 사용자가 제공하고 관리합니다.AWS Config AWS KMS 암호화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기본
적으로 사용하는 SSE-S3 암호화보다 향상된 수준의 암호화입니다.

AWSKMS 지원을 AWS Control Tower에 통합하는 것은 민감한 로그 파일에 대한 AWS추가 보안 계층을 권
장하는 기본 보안 모범 사례에 부합합니다. 저장 시 암호화에는AWS KMS 관리형 키 (SSE-KMS) 를 사용해
야 합니다. AWS KMS 암호화 지원은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거나 기존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성하려면 초기 landing zone 설정 중에 KMS 키 구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 KMS 키를 선택하
거나AWS KMS 콘솔로 연결되는 버튼을 선택하여 새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암호화에서 SSE-
KMS 또는 다른 SSE-KMS 키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의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하여AWS KMS 키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컨트롤 이름은 변경되었지만 기능은 변경되지 않았습
니다.
2021년 7월 26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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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매일 SCP
를 스캔하여 드리프트를 확인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컨트롤의 정책 의도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특정 컨트롤 이름과 설명을 수정하고 있습
니다. 수정된 이름과 설명을 통해 컨트롤이 계정의 정책을 구현하는 방식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탐지 제어 자체는 특정 동작을 중지하지 않고 정책 위반만 탐지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탐지 제어 이름의 일부를 “Disallow”에서 “Detect”로 변경했습니다.

제어 기능, 지침 및 구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이름과 설명만 수정되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매일 SCP를 스캔하여 드리
프트를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11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이제 AWS Control Tower는 관리형 SCP를 매일 자동 스캔하여 해당 컨트롤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스캔 결과 드리프트가 발견되면 알림을 받게 됩니다. AWS Control Tower는 드리프트 
문제당 하나의 알림만 전송하므로 landing zone 존이 이미 드리프트 상태인 경우 새 드리프트 항목을 찾지 않
는 한 추가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OU 및 계정의 사용자 지정 이름
2021년 4월 16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이제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여 landing zone 이름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에서 조직 단위 (OU) 및 핵심 계정에 대해 권장하는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초기 landing zone 설정 프로
세스 중에 이러한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에서 OU 및 핵심 계정에 제공하는 기본 이름은AWS 다중 계정 모범 사례 지침과 일치합
니다. 그러나 회사에 특정 이름 지정 정책이 있거나 권장 이름이 동일한 기존 OU 또는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 
새 OU 및 계정 이름 지정 기능을 사용하면 이러한 제약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치 중 워크플로 변경과 별도로 이전에는 Core OU로 알려졌던 OU를 이제 보안 OU라고 하며 이전에 사용
자 지정 OU로 알려졌던 OU는 이제 샌드박스 OU라고 합니다. 이름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AWS 모범 사례 지
침과의 연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변경을 수행했습니다.

신규 고객에게는 이러한 새 OU 이름이 표시됩니다. 기존 고객에게는 이러한 OU의 원래 이름이 계속 표시됩
니다. 설명서를 새 이름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안 OU 이름 지정에 일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WS관리 콘솔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시작하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로 이동하여 오른쪽 상
단의 landing zone 설정을 선택합니다. 추가 정보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계획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4월 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버전 2.7로 설정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랜딩 영역 업
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 버전 2.7을 통해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만 정책을 구
현하는 4가지 새로운 필수 예방 로그 아카이브 제어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Log Archive 제어 항목 4개
에 대한 지침을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AWS Control Tower 외부의 리소스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어 변경 및 확장을 통해 AWS Control Tower 내 리소스에 대한 Log 
Archive 거버넌스를 AWS Control Tower 외부의 리소스 거버넌스와 분리할 수 있습니다.

1072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세 개의 새로운AWS 지역 이용 가능

변경된 네 가지 컨트롤을 새로운 필수 컨트롤과 함께 사용하여 광범위한AWS 로그 아카이브 세트에 거버넌
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AWS Control Tower 환경에서는 환경 일관성을 위해 이러한 네 가지 변경된 
제어를 자동으로 활성화하지만 이제 이러한 선택적 제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AWS Control 
Tower 환경에서는 모든 선택적 제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기존 환경에서는 AWS Control Tower에서 배포
하지 않은 Amazon S3 버킷에 암호화를 추가하기 전에 이전에 필수였던 제어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필수 제어:

• 로그 아카이브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S3 버킷의 암호화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로그 아카이브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S3 버킷의 로깅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로그 아카이브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S3 버킷에 대한 버킷 정책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로그 아카이브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S3 버킷의 수명 주기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지침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변경됨:

• 모든 Amazon S3 버킷의 암호화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저장 시 암호화 활성화]
• 모든 Amazon S3 버킷의 로깅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액세스 로깅 활성화]
• 모든 Amazon S3 버킷의 버킷 정책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정책 변경 허용 안 함]
• 모든 Amazon S3 버킷의 수명 주기 구성 변경 금지 [이전: 로그 아카이브에 대한 보존 정책 설정]

AWS Control Tower 버전 2.7에는 2.7로 업그레이드한 후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블루프린트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AWS Control Tower 버전 2.7은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배포한 S3 버킷에
서BlockPublicAccess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워크로드에 계정 간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이 기본값을 
끌 수 있습니다. BlockPublicaccess활성화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스토리지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 차단을 참조하십시오.

• AWS Control Tower 버전 2.7에는 HTTPS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
워에서 배포한 S3 버킷으로 전송되는 모든 요청은 보안 소켓 계층 (SSL) 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 요청
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HTTP (SSL 제외) 를 엔드포인트로 사용하여 요청을 보내는 경우 이 변경으로 인해 
액세스 거부 오류가 발생하여 워크플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7 업데이트 이후 landing 
zone 존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HTTP 대신 TLS를 사용하도록 요청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개의 새로운AWS 지역 이용 가능
2021년 4월 8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 대한 업데이트 필요)

AWS Control Tower는 아시아 태평양 (도쿄)AWS 리전, 아시아 태평양 (도쿄) 리전 및 아시아 태평양 (뭄바
이) 리전에서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거버넌스를 확장하려면 landing 
zone 존을 버전 2.7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버전 2.7로 업데이트하는 경우 landing zone 존이 이러한 지역으로 자동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포함하려면 
지역 테이블에서 랜딩 존을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지역만 관리
2021년 2월 19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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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거버넌
스를AWS 조직 내 기존 OU로 확장합니다.

AWS Control Tower 리전 선택은 AWS Control Tower 리소스의 지리적 공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규정 준수, 규제, 비용 또는 기타 이유로AWS 리소스 또는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지역 수를 늘
리려면 이제 관리할 추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전 선택은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거나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ccount Factory를 사용하여 새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 멤버 계정을 등록하거나, 확장 거버
넌스를 사용하여 기존 조직 단위에 계정을 등록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계정의 선택한 지역에 중
앙 집중식 로깅, 모니터링 및 제어의 거버넌스 기능을 배포합니다. 리전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구성 (p. 112).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거버넌스를AWS 조직 
내 기존 OU로 확장합니다.
2021년 1월 2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 콘솔 내에서 거버넌스를 기존 조직 단위 (OU) (AWS Control Tower 타워에 없는 조직 단
위) 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에 따라 최상위 OU 및 포함 계
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전체 OU로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

OU를 등록하면 AWS Control Tower는 일련의 검사를 수행하여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OU 내 계
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OU의 초기 등록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
시오등록 또는 재등록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패 원인 (p. 199).

AWS Control Tower 제품 웹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방문하여 AWS Control Tower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
한 이 비디오를 YouTube 시청할 수도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대량 계정 업데이트를 제공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대량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최대 300개의 계정
을 포함하는 등록된AWS Organizations 조직 단위 (OU) 의 모든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고 등록된 계정을 업데이트하여 현재 landing zone 버전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하여 새 리전으로 확장하거나 해당 
OU의 모든 계정에 최신 컨트롤이 적용되도록 OU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계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량 계정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한 번에 하나의 계정을 업데이트하거나 외부 스크립트를 사용
하여 여러 계정에서 업데이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

OU 등록 또는 재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기존 조직 단위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p. 196).

2020년 1월 - 12월
2020년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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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
이제 AWS Control Tower 콘솔이 외
부AWS Config 규칙에 연결됩니다.

• 이제 AWS Control Tower 콘솔이 외부AWS Config 규칙에 연결됩니다. (p. 1075)
• AWS Control Tower를 이제 추가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1075)
• 가드레일 업데이트 (p. 1076)
• AWS Control Tower 콘솔은 OU 및 계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p. 1076)
•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여 다음 지역에 새로운 다중 계정AWS 환경을 설정하십시오.AWS 

Organizations (p. 1076)
• AWS Control Tower (p. 1077)
• AWS Control Tower 버전 2.3의 일반 출시  (p. 1077)
• AWS Control Tower 타워의 한 단계 계정 프로비저닝  (p. 1077)
• AWS Control Tower Conwer의 해체 도구 (p. 1078)
• AWS Control Tower (p. 1078)

이제 AWS Control Tower 콘솔이 외부AWS Config 규
칙에 연결됩니다.
2020년 12월 29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버전 2.6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참조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에는 이제 외부AWS Config 규칙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직 수준 애그리게이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AWS 
Config 규칙 외에도 외부에서 생성된AWS Config 규칙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그리게이터를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타워가 관리되지 않는 계정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외부 규칙을 탐지하고AWS 
Config 콘솔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계정에 적용된 탐지 제어 항목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를 추적하고 
계정에 대한 추가 제어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타워가 비관리형 
OU 및 계정에서AWS Config 규칙을 집계하는 방법 (p. 105)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를 이제 추가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버전 2.5로 업데이트하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랜딩 영역 업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5개의 추가AWS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sia Pacific (Singapore) Region
• 유럽(프랑크푸르트) 리전
• 유럽(런던) 리전
• 유럽(스톡홀름) 리전
• 캐나다(중부) 리전

이러한 5개AWS 지역의 추가는 AWS Control Tower 버전 2.5에 도입된 유일한 변경 사항입니다.

AWS Control Tower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 미국 동부 (오하이오) 리전, 미국 서부 (오레곤) 리전, 
유럽 (아일랜드) 리전 및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리전에서도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번 출시를 통해 이제 10개AWS 지역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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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landing zone 업데이트에는 나열된 모든 지역이 포함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버전 2.5
로 업데이트한 후에는 지원되는AWS 10개 리전을 관리하도록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된 모든 계정을 수
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구성 (p. 112)을 참조하세요.

가드레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필수 제어를 위한 업데이트된 버전이 릴리스되었습니다AWS-GR_IAM_ROLE_CHANGE_PROHIBITED.

AWS Control Tower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계정에는 해당AWSControlTowerExecution 역할이 활성화되
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제어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전 버전의 컨트롤에서는 이 역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의 제어 참조를 참조하십시오컨트롤 업데이트 (p. 224).

AWS Control Tower 콘솔은 OU 및 계정에 대한 세부 정
보를 보여줍니다.
2020년 7월 22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되지 않은 조직 및 계정을 등록된 조직 및 계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 내에서AWS 계정 및 조직 단위 (OU)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정 페이지에는 AWS Control Tower의 OU 또는 등록 상태에 관계없이 조직 내 모든 계정이 나열됩니다. 이
제 모든 테이블에서 검색, 정렬 및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여 다음 지역에 
새로운 다중 계정AWS 환경을 설정하십시오.AWS 
Organizations
2020년 4월 22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Organizations이제 고객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여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여 새로 
생성된 조직 단위 (OU) 및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기존AWS Organizations 고객은 이제 기존 관리 계정에서 새 OU (조직 단위) 를 위한 새 landing zone 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거버넌스를 통해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새 OU를 생성하
고 해당 OU에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 AWS Organizations고객은 계정 등록 프로세스 또는 스크립팅을 통해 기존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는 오케스트레이션AW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또는 기존 
다중 계정AWS 환경을 설정하고 규모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고 있는 여러 계정 및 팀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WS Control Tower가 관리하는 조직의 경우 클라우드 관리자는 조직 내 계정이 확립
된 정책을 준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빌더는 규정 준수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없이 새AWS 계정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계획하기 (p. 30). AWS Control Tower
제품 웹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방문하여 AWS Control Tower 사용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이 비디오를 
YouTube 시청할 수도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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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경 외에도 AWS Control Tower의 Quick 계정 프로비저닝 기능의 이름이 Enroll 계정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AWS 계정을 등록하고 새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계정 등
록 (p. 122)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2020년 3월 17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에는 이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에 사용자 지정 템플릿과 정책을 쉽게 적
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참조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의 사용자 지정을 통해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조직 내 기존 및 신규 계
정에 새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ontrol Tower에서 이미 제공한 SCP 외에도 해당 계정에 
사용자 지정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파이프라인의 사용자 지정
은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및 알림 (AWS Control Tower (p. 1020)) 과 통합되어 리소스 배
포가 landing zone 존과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AWS Control Tower 솔루션 아키텍처의 배포 설명서는 AWS솔루션 웹 페이지를 통해 제공됩니다.

AWS Control Tower 버전 2.3의 일반 출시
2020년 3월 5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랜
딩 영역 업데이트 (p. 42).)

이제 미국 동부 (오하이오), 미국 동부 (오하이오)AWS,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미국 서부 (오레곤), 유럽 
(아일랜드) 리전 외에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리전에서도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지역 추가는 AWS Control Tower 버전 2.3에 도입된 유일한 변경 사항입니다.

이전에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지원되는 모든 지역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
니다. 이미 AWS Control Tower를 사용 중이고 계정에서 거버넌스 기능을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지역으로 
확장하려면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여기에서 landing zone 존을 최신 
릴리스로 업데이트하세요. 그런 다음 계정을 개별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Note

landing zone 존을 업데이트해도 계정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계정이 몇 개 이상인 경
우 필요한 업데이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워크로드 실행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지역에 배포할 때 예상되는 탐지 제어 장치의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Control 
Tower 구성 (p. 112).

AWS Control Tower 타워의 한 단계 계정 프로비저닝
2020년 3월 2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AWS Control Tower 콘솔을 통한 한 단계 계정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AWS Control Tower 콘솔 내에서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하려면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어카운트 팩토리로 이동한 다음 빠른 계정 프로
비저닝을 선택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는 프로비저닝된 계정과 해당 계정에 생성된 싱글 사인온 (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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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할당합니다. 이 두 이메일 주소를 다르게 지정해야 하는 
경우 Service Catalog를 통해 계정을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에 대한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Service Catalog Catalog와 AWS Control Tower 계정 팩토리를 사
용하여 빠른 계정 프로비저닝을 통해 생성한 계정을 업데이트하십시오.

Note

2020년 4월, Quick 계정 프로비저닝 기능의 이름이 Enroll 계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6월,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이AWS 계정 등록 기능과 분리되
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 계정 등록 (p. 122)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Conwer의 해체 도구
2020년 2월 28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할당한 리소스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동 폐기 도구를 지원합니다. 엔터프라이즈에서 AWS Control Tower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
는 조직 리소스를 대대적으로 재배포해야 하는 경우 landing zone 존을 처음 설정할 때 생성된 리소스를 정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landing zoneAWS Support 해체하려면 필요한 추가 단계에 대해 문의
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해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단원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안내: AWS Control 
Tower 랜딩 존 폐기 (p. 1036).

AWS Control Tower
2020년 1월 22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알림의 가용성을 발표합니다. 수명 주기 이벤트
는 (p. 1020) AWS Control Tower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조직 단위 (OU), 계정 및 컨트롤과 같은 리소스
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AWS Control Tower 작업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AWS 
CloudTrail 이벤트로 기록되고 EventBridge 이벤트로 Amazon에 전달됩니다.

AWS Control Tower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다음 작업 (landing zone 생성 또는 업데이트, OU 
생성 또는 삭제, OU에 대한 제어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어카운트 팩토리를 사용하여 새 계정을 생성하거나 
계정을 다른 OU로 이동) 이 완료되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여러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범 사례 다중 계정AWS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합니
다. AWS Control Tower 작업이 완료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에서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를 추적하여 원래 AWS Control Tower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가 CloudTrail 기록될 때 알림을 받거나 자동화 워크플로의 다음 단계를 자동으로 트리거하는 
EventBridge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 12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AWS Control Tower 타워는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출시했습니다.

• AWS Control Tower 버전 2.2의 일반 가용성 (p. 1079)
•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새로운 선택적 제어  (p. 1079)
•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새로운 탐정 제어  (p. 1079)
• AWS Control Tower는 관리 계정과 도메인이 다른 공유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허용합니다. (p.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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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ntrol Tower 버전 2.1의 일반 가용성 (p. 1080)

AWS Control Tower 버전 2.2의 일반 가용성
2019년 11월 13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랜
딩 영역 업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 버전 2.2는 계정 이동을 방지하는 세 가지 새로운 예방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설정한 Amazon CloudWatch 로그 로그 그룹 변경 금지 (p. 217)
•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생성한 AWS Config 집계 권한 삭제 금지 (p. 217)
• 로그 아카이브 삭제 허용 안 함 (p. 218)

제어는 전체AWS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상위 수준의 규칙입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생성하면 landing zone 존과 모든 조직 단위 (OU), 계정 및 리소스가 선택한 컨트롤에 의
해 적용되는 거버넌스 규칙을 준수하게 됩니다. 귀하와 조직 구성원이 landing zone 존을 사용할 때 이 규정 
준수 상태가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감지는 드리프트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 
또는 구성 업데이트가 필요한 리소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타워
의 드리프트 감지 및 해결 (p. 177)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새로운 선택적 제어
2019년 9월 5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 타워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새로운 선택 컨트롤이 포함됩니다.

• MFA가 없는 Amazon S3 버킷에서 삭제 작업을 허용하지 않음 (p. 981)
• Amazon S3 버킷의 복제 구성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p. 980)
• 루트 사용자 자격으로 작업 허용 안 함 (p. 970)
• 루트 사용자를 위한 액세스 키 생성 허용 안 함 (p. 969)

제어는 전체AWS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상위 수준의 규칙입니다. 가드레일을 사용하면 
정책 의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의 Control To (p. 203)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 타워의 새로운 탐정 제어
2019년 8월 25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AWS Control Tower 타워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8가지 새로운 탐정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mazon S3 버킷의 버전 관리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p. 983)
• AWS콘솔의AWS IAM 사용자에 대해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 (p. 982)
• AWSIAM 사용자에 대해 MFA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 (p. 981)
•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해 Amazon EBS 최적화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75)
• Amazon EBS 볼륨이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감지합니다. (p.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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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는 관리 계정과 도메인이 
다른 공유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허용합니다.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p. 976)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p. 976)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스토리지 암호화가 활성화되었는지 여부 감지 (p. 977)

제어는 전체AWS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상위 수준의 규칙입니다. 탐지 컨트롤은 정책 
위반과 같은 계정 내 리소스 비준수를 탐지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알림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ontrol Tower Control Tower 의 Control To (p. 203)을 참조하세요.

AWS Control Tower는 관리 계정과 도메인이 다른 공유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허용합니다.
2019년 8월 1일

(AWS Control Tower 존을 위한 업데이트 필요 없음)

이제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 계정의 이메일 주소와 다른 도메인을 가진 공유 계정 (로그 아카이브 및 
감사 멤버) 및 자녀 계정 (어카운트 팩토리를 통해 판매) 의 이메일 주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새 
landing zone 존을 생성하고 새 자녀 계정을 프로비저닝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버전 2.1의 일반 가용성
2019년 6월 24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위해서는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랜
딩 영역 업데이트 (p. 42).)

AWS Control Tower는 상용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AWS Control Tower는 새로운 다중 계정AWS 환경을 설
정하고 대규모로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고 있는 여러 계정 및 팀을 보유한 조직을 대상으로 합
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면 조직의 계정이 확립된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산된 
팀의 최종 사용자는 새AWS 계정을 신속하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면 다중 계정 구조를 구성하고, 를 사용하여 사용자 자격 증명 및 페더레이
션 액세스를 관리하고AWS Organizations, Service Catalog Catalog를 통해 계정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고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및 를 사용하여AWS CloudTrail 중앙 집중식 
로그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등의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landing zone 설정할 (p. 16) 수AWS Config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보안, 운영 및 규정 준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규칙인 사전 구성된 제어를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의 배포를 방지하고 배포된 리소스의 부적합 여
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Control Tower 대시보드는 프로비저닝된 계정, 활성
화된 제어 항목, 계정의 규정 준수 상태 등AWS 환경에 대한 중앙 집중식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다중 계정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기 위한 추가 요금이나 사전 약정은 없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설정하고 선택한 컨트
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정한AWS 서비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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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록
• 최종 설명서 업데이트: 2023년 4월 19일

아래 표에 AWS Control Tower 사용 설명서의 주요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7개의 추가 지역 이용 가
능 (p. 1081)

이제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
스코), 아시아 태평양 (홍콩, 자
카르타, 오사카), 유럽 (밀라노), 
중동 (바레인), 아프리카 (케이
프타운) 의 7개 리전에서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AWS 리전

2023년 4월 19일

관리형 정책으로 변경 (p. 1081) AWS Control Tower가
AWS 계정 관리 서비스에 의
해GetRegionOptStatus
구현되
는EnableRegionListRegions,, 
API를 호출할 수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있
도록 변경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

계정 사용자 지정 요청 추적 (일반
적으로 사용 가능) (p. 1081)

AWS Control Tower는 이제 테라
폼용 Account Factory (AFT) 워크
플로를 사용하여 계정 사용자 지
정 요청을 추적하는 기능을 지원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IAM 모범 사례 업데이
트 (p. 1081)

IAM 모범 사례 사례 사례 사례 사
례 사례 권장 사항에 따라 가이드
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의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2023년 2월 15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3.1 사용 가능 (p. 1081)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3.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9일

사전 예방적 제어 일반적으로 사
용 가능 (p. 1081)

사전 예방적 제어는 미리 보기 상
태부터 일반 공급 상태까지 실행
됩니다.

2023년 1월 24일

동시 계정 운영 (p. 1081)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어카운트 팩토리에서 최대 5개의 
동시 작업을 지원합니다. 한 번에 
최대 5개의 계정을 생성, 업데이트 
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사전 예방적 제어는 리소스 프로
비저닝을 지원합니다. (p. 1081)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AWS CloudFormation 후크를 통
해 구현되는 사전 예방적 제어를 
지원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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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운트 팩토리 사용자 지정 가
능 (p. 1081)

AWS Control Tower는 이제 AWS 
Control Tower 콘솔에서 직접 블
루프린트라고 하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계정 템플릿을 사용하여 
계정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모든AWS Config 규칙에 대한 규
정 준수 상태 보기 가능 (p. 1081)

이제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등록
된 조직 단위에 배포된 모든AWS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표시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관리형 정책으로 변경 (p. 1081) Account Factory 사
용자 지정에 필요
한AWSControlTowerBlueprintAccess
역할을 AWS Control 
Tower가 맡을 수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있
도록 변경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컨트롤,AWS CloudFormation 리
소스를 위한 API (p. 1081)

AWS Control Tower는 이제 일
련의 API 호출과 새로운AWS 
CloudFormation 리소스를 통해 컨
트롤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지
원합니다.

2022년 9월 1일

cFCT는 스택 세트 삭제를 지원합
니다 (p. 1081)

cFCT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파라
미터를 설정하여 스택 세트 삭제
를 지원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맞춤형 로그 보존 (p. 1081) AWS Control Tower CloudTrail 로
그를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의 
보존 정책을 일 또는 년 단위로 최
대 15년까지 사용자 지정할 수 있
습니다.

2022년 8월 15일

롤 드리프트 수리 가능 (p. 1081)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존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고
도 역할 이동에 대한 복구를 지원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버전 3.0 사용 가능 (p. 1081)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3.0은 계정 기반AWS 
CloudTrail 트레일에서 조직 기반 
트레일로 변경되며, 관리형 정책
을 업데이트하여 조직 수준의 트
레일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홈 지역에서만AWS Config 정보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버전 3.0에는 
지역 거부 컨트롤에 대한 업데이
트와 두 가지 새로운 탐지 컨트롤
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조직 페이지에는 OU 및 계정 보기
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p. 1081)

AWS Control Tower의 새로운 조
직 페이지에는 모든 조직 단위 
(OU) 및 계정을 계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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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정책으로 변경 (p. 1081) 고객이 조직 수준의AWS 
CloudTrail 추적을 통해AWS 
CloudTrail 로그를 집계할 수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있
도록 변경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간편한 회원 계정 등록 및 업데이
트 (p. 1081)

AWS Control Tower는 이제 
landing zone 내에서 멤버 계정을 
개별적으로 등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계
정에는 업데이트가 가능한 시기
가 표시됩니다. 계정 등록 버튼을 
Account Factory의 계정 생성 워
크플로우와 분리했습니다.

2022년 5월 31일

AFT는 공유 계정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지원합니다. (p. 1081)

Terraform용 AWS Control Tower 
어카운트 팩토리는 이제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 로그 아
카이브 및 감사 계정에 대한 사용
자 지정을 지원합니다.

2022년 5월 27일

모든 선택적 제어에 대한 동시 작
업 (p. 1081)

이제 AWS Control Tower를 사용
하면 탐지 제어뿐만 아니라 선택
적 예방 가데일을 동시에 적용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기존 보안 및 로깅 계정 (p. 1081) AWS Control Tower는 이제 
landing zone 설정 중에 새 계정을 
생성하는 대신 기존 보안 및 로깅 
계정을 가져오는 기능을 지원합니
다.

2022년 5월 16일

버전 2.9 사용 가능 (p. 1081)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2.9는 Python 버전 3.9 런
타임을 사용하도록 알림 전달자 
Lambda를 업데이트합니다.

2022년 4월 22일

AWS모범 사례 지원 업데이트, 버
전 2.8 사용 가능 (p. 1081)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2.8은 워크로드와AWS 계정
이AWS 모범 사례에 부합하도록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지역 거부 제어 (p. 1081) AWS Control Tower에는 이제
AWS 지역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하여 규정 준수 및 규제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어 기능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데이터 레지던시 제어 (p. 1081) AWS Control Tower는 이제 세분
화된 제어를 통해 데이터 레지던
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
어를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테라폼용 AWS Control Tower 어
카운트 팩토리 (p. 1081)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자동화된 계정 프로비저닝 및 업
데이트를 위한 Terraform을 지원
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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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이용 
가능 (p. 1081)

PrecheckOrganizationalUnit이
벤트는 중첩된 OU의 리소스를 포
함하여 확장 거버넌스 작업의 성
공을 방해하는 리소스가 있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중첩된 OU 사용 가능 (p. 1081) 이제 AWS Control Tower를 사용
하면 landing zone 존에 중첩된 
OU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Detective 제어 동시성 (p. 1081) AWS Control Tower 탐지 컨트롤
은 이제 동시 활성화 및 비활성화 
작업을 지원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두 개의 새로운 지역 이용 가
능 (p. 1081)

이제 유럽 (파리)AWS 리전 2021년 7월 29일

지역 선택 취소 (p. 1081)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려는AWS 
지역을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KMS 키 사용 가능 (p. 1081) 선택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KMS 
키를 만들거나 선택하여 데이터 
및 리소스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
다.

2021년 7월 28일

관리형 정책으로 변경 (p. 1081) 고객이 자체 KMS 암호화 키를
AWS CloudTrail 로그에 사용할 수
AWSControlTowerServiceRolePolicy있
도록 변경했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컨트롤 이름은 변경되었지
만 기능은 변경되지 않았습니
다. (p. 1081)

특정 컨트롤 이름과 설명은 기능 
변경 없이 컨트롤의 정책 의도를 
더 잘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
니다.

2021년 7월 26일

관리 대상 SCP의 자동 스
캔 (p. 1081)

AWS Control Tower는 관리형 
SCP를 매일 자동 스캔하여 드리
프트를 확인합니다.

2021년 5월 11일

OU 및 계정의 사용자 지정 이
름 (p. 1081)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면 
landing zone 설정 프로세스 중에 
필수 OU 및 계정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이름을 드리프트 없이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landing zone 해체는 셀프 서비스
입니다. (p. 1081)

이제 AWS Control Tower를 사용
하면AWS 지원팀에 문의하지 않
고도 landing zone 존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해체는 실행 취소할 수 
없는 반자동 프로세스입니다. 모
든 AWS Control Tower 리소스를 
수동으로 삭제하는 것과는 다릅니
다.

2021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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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추가 지역 (p. 1081) 이제 아시아 태평양 (도쿄)AWS 
리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2021년 4월 8일

새로운 로그 아카이브 컨트롤, 
landing zone 버전 2.7 사용 가
능 (p. 1081)

네 가지 새로운 로그 아카이브 컨
트롤은 AWS Control Tower 외부
의 리소스 거버넌스와는 별도로 
AWS Control Tower 리소스에 대
한 로그 아카이브 거버넌스를 제
공합니다. 기존 통제 항목 4개에 
대한 지침이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버전 
2.7에는 HTTPS에 대한 요구 사항
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데이트 후
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1년 4월 8일

지역 선택 (p. 1081) AWS Control Tower 리전 선택은 
AWS Control Tower 리소스의 지
리적 공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규정 준수, 규
제, 비용 또는 기타 이유로AWS 리
소스 또는 워크로드를 호스팅하는 
지역 수를 늘리려면 이제 관리할 
추가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OU를 등록하고 해당 계정을 한 번
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p. 1081)

AWS Control Tower는 여러 계정
을 동시에 거버넌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OU를 등록하는 기능
을 추가합니다.

2021년 1월 28일

등록된 OU의 다중 계정 업데이
트 (p. 1081)

이제 AWS Control Tower 대시
보드에서 클릭 한 번으로 최대 
300개의 계정을 포함하는 등록
된AWS Organizations 조직 단위 
(OU) 의 모든 계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대량 업데이트라고
도 하는 다중 계정 업데이트 기능
을 사용하면 한 번에 하나의 계정
을 업데이트하거나 외부 스크립트
를 사용하여 여러 계정에서 함께 
업데이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
다.

2021년 1월 28일

관리되지 않는 OU 및 계정을 집계
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 (p. 1081)

새로운 역할은 외부AWS Config 
규칙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
로 AWS Control Tower는 관리되
지 않는 계정에 액세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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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ontrol Tower 타워는 더 많
은AWS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p. 1081)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리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이번 출시를 통해 이제 
10개AWS 지역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 landing zone 업데이트에는 
나열된 모든 지역이 포함되며 취
소할 수 없습니다. landing zone 
존을 버전 2.5로 업데이트한 후에
는 지원되는AWS 10개 리전을 관
리하도록 AWS Control Tower에 
등록된 모든 계정을 수동으로 업
데이트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컨트롤 업데이트 (p. 1081) 필수 제어를 위한 업데이트된 
버전이 릴리스되었습니다AWS-
GR_IAM_ROLE_CHANGE_PROHIBITED. 
업데이트된 컨트롤을 통해 계정을 
더 쉽게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
니다.

2020년 10월 8일

이제 AWS Control Tower 타워의 
관련 정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p. 1081)

관련 정보 페이지에서는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설정한 후 유용할 수 있는 일반적
인 작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AWS Control Tower 콘솔은 OU 
및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
여줍니다. (p. 1081)

AWS Control Tower 콘솔 내에서
AWS 계정 및 조직 단위 (OU)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
다. 이제 '계정' 페이지에는 AWS 
Control Tower의 OU 또는 등록 상
태에 관계없이 조직 내 모든 계정
이 나열됩니다. 이제 모든 테이블
을 검색, 정렬 및 필터링 할 수 있
습니다.

2020년 7월 22일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기존 조직은 landing zone 존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p. 1081)

이제 기존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의 landing zone 존을 시작
하여 조직을 거버넌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의 Quick 계정 프로비저닝 기능은 
Enroll 계정으로 이름이 변경되었
으며, 이제 기존AWS 계정을 등록
하고 새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202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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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p. 1081)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AWS 
리전에 AWS Control Tower를 배
포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에서
는 벤딩 계정을 수동으로 업데이
트해야 하며, 아시아 태평양 (시드
니) 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3일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해체 가능 (p. 1081)

AWS일부 수동 정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Support는 대부분 자동화
된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을 보호
하는 방식으로 landing zone 존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7일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빠
른 계정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1081)

빠른 계정 프로비저닝을 통해 랜
딩 영역이 최신 상태일 때 계정 등
록 기능을 사용하여 새 멤버 계정
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수명 주기 이벤트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추적됩니
다. (p. 1081)

라이프사이클 이벤트는 특정 
AWS Control Tower 이벤트에 대
한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일
부 워크플로를 더 쉽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설정 및 활동 페이지는 AWS 
Control Tower 타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1081)

설정 및 활동 페이지를 사용하면 
랜딩 존 업데이트 및 기록된 이벤
트 확인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
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AWS Control Tower 타워에 대한 
추가 예방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1081)

AWS Control Tower의 예방 제어
를 통해 조직과 리소스를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6일

AWS Control Tower 타워에는 추
가 탐지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p. 1081)

AWS Control Tower의 탐지 컨트
롤은 조직 및 리소스의 상태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9년 8월 27일

AWS Control Tower 타워는 이제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p. 1081)

AWS Control Tower는 대규모 다
중 계정AWS 환경을 설정하고 관
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제
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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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AWS 최신 용어는 AWS 일반 참조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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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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