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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디바이스 버전

AWS DeepLens이란 무엇입니까?
AWS DeepLens는 딥 러닝을 사용하는 비디오 카메라이며, 는 다음과 통합됩니다.여러 AWS 기계 학습 서비
스및 에서는 AWS 클라우드에서 프로비저닝되는 배포된 모델에 대한 로컬 추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최신 인공 지능(AI) 도구 및 기술을 통해 딥 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계 학습을 처음 접하는 경우 AWS DeepLens를 사용하여 이미 배포된 딥 러닝 샘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실습 자습서를 통해 딥 러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샘플 프로젝트에는 미리 교육된 모델과 간단한 추론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련한 실무자로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용도그AWS DeepLens발달환경: 컨볼루션 신경망 (CNN)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 모델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AWS DeepLens디바이스. Caffe, MXNet 
및 TensorFlow를 포함해 지원되는 딥 러닝 프레임워크 (p. 34) 중 하나에서 모델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AWS DeepLens 기반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성 및 실행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AWS 서
비스를 사용합니다.

• SageMaker 서비스를 사용하여 CNN 모델을 훈련 및 확인하거나 미리 훈련된 모델을 가져옵니다.
• AWS Lambda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델을 기준으로 카메라 피드의 비디오 프레임을 유추하는 프로젝트 함

수를 생성합니다.
• AWS DeepLens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델 및 추론 함수로 구성된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생

성합니다.
• 사용AWS IoT Greengrass서비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및 Lambda 런타임을 배포합니

다.AWS DeepLens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또는 구성 업데이트)

즉, 이러한 AWS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제
• AWS DeepLens 디바이스 버전 (p. 1)
• AWS DeepLens하드워e (p. 2)
•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p. 6)

AWS DeepLens 디바이스 버전
다음 항목에서는 다음 간의 기능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AWS DeepLens과AWS DeepLens2019 에디
션 (v1.1) 디바이스.

주제
• AWS DeepLens 디바이스 (p. 1)
• 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p. 2)

AWS DeepLens 디바이스
AWS re:Invent 2017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AWS DeepLens장치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018 년 6 월 
14 일 미국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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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자세한 하드웨어 사양은eeAWS DeepLens하드워e (p. 2).

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는 2019년 7월 10일에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UK,독일,프
랑스,스페인,이탈리아,일본,캐나다뿐만 아니라우리시장.

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oftAP 무선 연결 대신 USB-USB 케이블 연결을 통해 초기 디바이스 설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자세한 하드웨어 사양은 AWS DeepLens하드워e (p. 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DeepLens하드워e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MJPEG(Motion JPEG)을 사용하는 A 4메가픽셀 카메라
• 8GB의 온보드 메모리
• 16GB의 스토리지 용량
• 32GB SD(Secure Digital) 카드
• 2.4GHz 및 5GHz 표준 이중 대역 네트워킹 모두에 대한 Wi-Fi 지원
• 마이크로 HDMI 디스플레이 포트
• 오디오 출력 및 USB 포트
• 전력 소비: 20W
• 전원 입력: 5V 및 4Amps

다음 이미지는 AWS DeepLens 하드웨어의 앞면과 뒷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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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하드웨어)

다음 이미지는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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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하드웨어)

전원 버튼은 디바이스 앞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위에는 디바이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LED 표시기 3개가 
있습니다.

• 전원 상태는 디바이스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Wi-Fi는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인지(깜박임), 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계속 빛남), 인터

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꺼짐)를 나타냅니다.
• 카메라 상태: 켜져 있으면 프로젝트가 디바이스에 성공적으로 배포되어 실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LED는 꺼져 있습니다.

디바이스 뒷면에서는 다음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Amicro데이터 저장 및 전송을 위한 SD 카드 슬롯
• 마이크로 HDMI-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한 마이크로 

HDMI 슬롯
• USB 포트:

• AWS DeepLens: USB 마우스 및 키보드 또는 기타 모든 USB 지원 액세서리를 디바이스에 연결하기 위
한 USB 2.0 슬롯 2개

• 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 USB 3.0 슬롯 2개 (USB 마우스 및 키보드 또는 기타 모든 USB 지
원 액세서리를 디바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슬롯 1개, 등록 전용 슬롯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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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소프트웨어

Note

중 하나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의 USB 슬롯은 등록 전용입니다.
• 디바이스를 설정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재설정 핀홀. 그러면 디바이스를 액세스 포인트로 설정하고 랩톱을 

디바이스에 연결해 디바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스피커 또는 이어폰을 연결하기 위한 오디오 아울렛
• 디바이스를 AC 전원에 연결하기 위한 전원 공급 커넥터

이AWS DeepLens카메라는 초당 1000억 부동 소수점 작업 (GFLOPS) 을 처리할 수 있는 인텔® 아톰 프로세
서로 구동됩니다. 이 사양은 디바이스에서 추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마이
크로 HDMI 디스플레이 포트, 오디오 출력 및 USB 포트를 사용하여 주변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후 즉시AWS DeepLen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 배포로 시작하여 고유의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템플릿으로 샘플 프로젝트를 사용합니다.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AWS DeepLens 디바이스는 다음 프레임워크에 현재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AWS DeepLens 장치의 두 하드웨어 버전(1.0 및 1.1)은 모두 Python 2.7과 Python 3.7을 지원합니다.
• 지원되는 딥 러닝 AI 아키텍처는 MXNet 1.6.0 및 TensorFlow 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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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워크플로우

AWS DeepLens 작동 방식
배포된 AWS DeepLens 프로젝트의 기본 워크플로우와 AWS DeepLens에서 지원되는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봅니다.

AWS DeepLens 프로젝트 워크플로우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배포된 기본 워크플로우에 대해 설명합니다.AWS DeepLens프로젝트

1. 전원을 켜면AWS DeepLens비디오 스트림을 캡처합니다.
2. 귀하AWS DeepLens두 개의 출력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 디바이스 스트림— 처리하지 않고 전달되는 비디오 스트림
• 프로젝트 스트림— 모델의 비디오 프레임 처리 결과

3. 추론 Lambda 함수는 처리되지 않은 비디오 프레임을 수신합니다.
4. 추론 Lambda 함수는 처리되지 않은 프레임을 프로젝트의 딥 러닝 모델로 전달하여 처리됩니다.
5. 추론 Lambda 함수는 모델에서 처리된 프레임을 수신하고 처리된 프레임을 프로젝트 스트림에서 전달합

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DeepLens출력 스트림 보기 (p. 40)을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모델링 프레임워크
AWS DeepLens에서 지원되는 딥 러닝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모델
은 AWS 클라우드 또는 그 밖의 위치에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현재, AWS DeepLens는 Caffe,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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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Apache MXNet 프레임워크와 Gluon 모델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지원하는 Machine Learning 
프레임워크AWS DeepLens (p. 34)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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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등록

AWS DeepLens 시작하기
다음 절차에서는 AWS DeepLens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첫 번째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10분 내에 일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쉬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준비가 
되면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워크플로우 템플릿인 보다 까다로운 고양이 식별 자습서를 사용해 보
십시오.

Note

AWS DeepLens 콘솔 및 기타 AWS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AWS 계정이 필요합니다. 계정이 없는 경
우 aws.amazon.com을 방문하여 AWS 계정 생성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AWS 계정 생성 및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AWS 계정을 생성한 후 AWS 계정 또는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AWS DeepLens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이 섹
션의 주제에서는 AWS DeepComposer 콘솔에 로그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주제
•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p. 9)
• 샘플 모델 생성 및 배포(~10분) (p. 32)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딥 러닝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먼저 AWS에 디바이스를 등
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후 AWS 클라우드에서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등
록된 디바이스에 배포하고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및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프로세스는 각 AWS DeepLens 하드웨어 버전마다 다릅니다. 첫째,C하단에 인쇄된 하드웨어 버전을 인
쇄했습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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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암탉, 다음 링크 중 하나를 선택하고버전별 지침을 따릅니다..

디바이스 선택
• 등록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v1.1) 디바이스 (p. 10)
• 등록귀하AWS DeepLens디바이스 (v1) (p. 20)

등록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v1.1) 디바이스
등록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의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1. 디바이스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디바이스 일련 번호를 확인합니다.
3. 디바이스의 인터넷 연결을 설정합니다.
4. AWS 클라우드에 디바이스 표시를 만듭니다.
5. 디바이스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각 작업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아래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 지침에 적용 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만. 할 수 있습니다확인하드웨어 버전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 해당 화면이 나타날 경우HW v1.1디바이스는그 
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v1.1. 그러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이 단원의 절차를 사용하여. 그
렇지 않으면 the section called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v1)” (p. 20)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주제
• Connect 연결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p. 10)
• 확인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일련 번호 (p. 13)
• Connect 연결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인터넷  (p. 14)
• 이름 지정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등록 및 완료 (p. 16)
• 보기 또는 업데이트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설정 (p. 19)

Connect 연결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컴퓨터를 사용하여 등록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디바이스를 
컴퓨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디바이스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습니다.우리 계단을이 단원의 내용.

Note

또한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직접 연결 (p. 13)할 수도 있습니다.

를 연결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1. 에 로그인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에 대한AWS DeepLens...에서https:// 
console.aws.amazon.com/deeplens/home?region=us-east-1#first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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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바이스 등록을 선택합니다.

Note

디바이스 등록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기본 탐색 창에서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3. In 하드웨어 버전 선택, 선택HW v1.1당신을 위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시작을 클

릭하여 등록을 시작합니다.

4. Connect your device to your computer(컴퓨터에 디바이스 연결) 페이지에서 지침에 따라 디바이스 전원
을 켠 후, USB-USB 케이블 한쪽 끝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은 디바이스 뒷면 등록
USB 포트에 연결하여 컴퓨터에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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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Device USB connection(디바이스 USB 연결) 상태가 Connected(연결
됨)이 되면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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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연결귀하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사용a모니터, 마우스,및 
키보드

컴퓨터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하는 대신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모니터
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μHDMI-HDMI 케이블, USB 키보드,USB 마우스가 있습
니다. Ubuntu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당신은로그ged디바
이스에이 메소드 사용를 입력합니다.aws_cam...에 대한Username과aws_cam...에 대한Password. 메시지가 
표시되면암호를 재설정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강력한 암호를 사용합니다.. 향후 로그인 시 암호에 새 암호
를 입력합니다.

확인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일련 번호
디바이스가 컴퓨터에 연결되면AWS DeepLensConsole유효성을 검사합니다s디바이스가 버전 1.1인지 점검
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일련 번호 (DSN)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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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1. 디바이스 일련 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적어 둡니다. 디바이스 일련 번호는 디바이스의 아래쪽에 인쇄되
어 있습니다.

2. Validate your device(디바이스 확인) 페이지에 디바이스 일련 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입력합니다.
3.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Connect 연결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인터넷
디바이스가 확인되면 디바이스를 확인해야 합니다.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CAn무선 (Wi-Fi) 네트워크나 유선 (이더넷)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유선 네트워크를 사
용하려면 Ethernet-USB 어댑터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하면 등록 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 디바이스에 수신됩니다.

여기서는 Wi-Fi를 통한 인터넷 연결 설정을 보여 줍니다.

에 인터넷 연결을 설정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1. 온디바이스의 인터넷 연결 설정[] 페이지에서 []Wi-Fi 네트워크아래에네트워크 유형.
2. Wi-Fi network name (SSID)(Wi-Fi 네트워크 이름(SSID))을 선택하고 Wi-Fi password(Wi-Fi 암호)에 네

트워크 암호를 입력한 후 연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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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립니다.상태아래에Wi-Fi 네트워크의 세부 정보이 됩니다온라
인. 선택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치아래에필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그런 다음 c후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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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지정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등록 및 완
료
다음을 수행합니다.AWS DeepLens2019 Edition (v1.1)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
트되면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의 이름을 지정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대신해 부
여된 AWS 액세스 권한에 동의합니다.

이름을 지정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를 완료하고 등록을 완료합니다

1. Name your device(디바이스의 이름 지정) 아래에서 디바이스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2. 권한 아래에서 I agree that required IAM roles containing necessary permissions be created on my 

behalf.(나를 대신하여 생성된 필수 권한이 포함된 필요한 IAM 역할에 동의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
다.

3. Register device(디바이스 등록)를 선택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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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디바이스 등록을 진행 중입니다. 비동기식 프로세스에는 다음 작업이 포함됩니다.

• 디바이스가 지정된 Wi-Fi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우드의 AWS DeepLens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 AWS DeepLens 서비스에는 사용자를 위해 생성된 필수 AWS 권한이 포함된 필요한 IAM 역할이 있습니

다.
• AWS 클라우드가 AWS IoT 및 기타 AWS 서비스로 디바이스 표시를 만듭니다.
• 디바이스가 AWS 클라우드에서 계정의 AWS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확인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등록

등록이 완료되면 디바이스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여 디바이스 등록이 성공했는지 확인합니다.

를 확인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등록

1. 디바이스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를 확인하십시오.등록 상태아래에디바이스 상태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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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에 따라 MQTT 주제 ID (예:$AWS/사물/딥 플렌스_CTSBNQXT0mmX45HGLJ4다/추론) 아래에 표
시됨프로젝트 출력. 에서 배포된 프로젝트 출력을 보려면 이 ID가 필요합니다.AWS IoT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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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또는 업데이트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설정
디바이스가 제대로 등록된 후 디바이스 설정을 보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을 보거나 업데이트하려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설정

1. AWS DeepLens 콘솔에 성공적으로 등록된 디바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View device settings(디바
이스 설정 보기)를 선택합니다.

2. 디바이스가 USB-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3. In디바이스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선택다음.
4. 이후디바이스 USB 연결상태가 됩니다.Connected, 선택다음다시를 열려면디바이스 설정페이지

5. 장치의 인터넷 연결에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Edit에서네트워크 세부 정보. 선택네트워크 유형, Wi-
Fi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고그때고르다연결.

6. 장치에 대한 SSH 연결을 활성화하고 SSH 암호를 설정하려면Edit에서SSH 서버. 선택 활성화암호를 생
성하고 암호를 확인하고 암호를 확인하고그때고르다변경 사항 저장.

7. 브라우저에서 디바이스의 비디오 출력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 이상의 지원되는 브라우저에 대해 필
요한 비디오 스트리밍 인증서를 설치합니다.

a. In브라우저를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브라우저 선택. 용예:파이어폭스 (윈도우, MacOS 시에라 이상 
및 Linux).

b. Download streaming certificate(스트리밍 인증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컴퓨터에 저장합
니다.

c. 나머지 항목 따르기단계다운로드한 스트리밍 인증서를 브라우저로 가져옵니다.

Note

다음을 확인하십시오.용도DeepLens메시지가 표시되면 인증서 암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증서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지침을 따르십시오.제공됩니다에서브라우저에서AWS 
DeepLens 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의 비디오 스트림 보기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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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완료되었습니다디바이스 설정 확인 또는 업데이트 시 컴퓨터에서 디바이스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
다.를 사용합니다.AWS DeepLens.

등록귀하AWS DeepLens디바이스 (v1)
이후 제공되는 지침은 원본(v1이라고도 함)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적용됩니다. AWS DeepLens 디바
이스의 아래쪽에서 하드웨어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쇄된 HW v1.1이 보이지 않는 경우 디바이스가 원
본 AWS DeepLens 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이 단원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사용하여. 그
렇지 않으면 the section called “등록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v1.1) 디바이스” (p. 1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등록 과정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일부 작업은 AWS 클라우드에서 수행되며 그 외 다른 작업은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수행됩니다.

• AWS DeepLens 서비스 내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 빌드 및 배포를 위한 IAM 권한 부여AWS DeepLens딥 러닝 컴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젝트.
•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이 인증서는 AWS DeepLens 서비스에서 요청 시 AWS 

IoT에서 생성합니다. 나중에 디바이스를 설정할 때 이 인증서를 디바이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대한 AWS IoT 사물 표현을 생성합니다. 이 작업은 AWS DeepLens 서비스에

서 요청 시 AWS IoT Greengrass에서 수행합니다.
• 디바이스의 설정 모드를 켜고 디바이스의 로컬 Wi-Fi 네트워크(AMDC-NNNN이라고도 함)에 컴퓨터를 조인

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의 로컬 웹 서버가 호스팅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디바이스 설정 앱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다음을 수행합니다.
• 인터넷에 대한 디바이스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 AWS 생성 보안 인증서를 AWS 클라우드용 디바이스에 업로드하여 디바이스를 인증합니다.
• 유선 모니터,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 내의 컴퓨터에서 SSH 클

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디바이스 로그인 암호를 생성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는 기본 암호가 aws_cam입니다. 이 기본 디바이스 암호를 사용하여 다음을 사용
하여 모니터에 연결된 디바이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μ등록하기 전에도 USB-USB 케이블, USB 키보드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더 복잡하거나 강력한 암호 구문으로 이 암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주제
•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대해 AWS 계정 구성 (p. 20)
•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연결 (p. 23)
• AWS DeepLens 디바이스 설정 (p. 27)
•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상태 확인 (p. 31)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대해 AWS 계정 구성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대해 AWS 계정을 구성하려면 디바이스 이름을 지정하고, AWS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며, AWS에서 인증할 디바이스의 인증서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대해 AWS 계정을 구성하려면

1. 에 로그인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에 대한AWS DeepLens...에서https:// 
console.aws.amazon.com/deeplens/home?region=us-east-1#firstrun.

2. 디바이스 등록을 선택합니다. Register a device(디바이스 등록)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기본 탐색 창에서
Devices(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3. 온하드웨어 버전 선택대화 상자 창에서HW v1라디오 버튼AWS DeepLens디바이스. 그런 다음 Start(시
작)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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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서디바이스 이름 지정의 단원AWS 계정 구성페이지에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My-DeepLens-1) 당
신을 위해AWS DeepLens내 디바이스디바이스 이름텍스트 필드.

디바이스 이름은 최대 100자까지 가능합니다. 유효한 문자는 a-z, A-Z, 0-9 및 –(하이픈)만 가능합니다.

5. Certificate(인증서) 섹션에서 Download certificate(인증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디바이스 인증서를 저
장합니다.

Important

다운로드한 디바이스 인증서는 .zip 파일입니다. 인증서의 압축을 풀지 마십시오.
인증서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바이스를 등록할 때마다 새로운 인증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6. 인증서를 다운로드한 후 Next(다음)를 선택해 디바이스에서 호스팅되는 디바이스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디바이스의 (AMDC-NNNN) Wi-Fi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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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특정 이전 버전의 디바이스에서는 기존 디바이스 설정 앱이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의 
이름(SSID) 및 암호에 공백,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또는 콜론(;)을 포함한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디바이스가 있고,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 이름 또는 암호에 이러한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연
결을 구성하려고 할 때 기존 디바이스 설정 앱이 차단됩니다.
이러한 기존 디바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Next(다음)를 선택하면 아래 표시된 것처럼 홈 및 사무
실 Wi-Fi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는 모달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 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 이름 또는 암호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Yes, my 
network has special characters(예, 네트워크에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를 선택한 다음 이 문
제 해결 안내서 (p. 115)에 따라 SSH 세션을 설정하여 디바이스와 인터넷 간에 Wi-Fi 네트
워크 연결을 구성한 다음 나머지 디바이스 설정 구성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스 소
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 이름 또는 암호에 특수 문자가 없는 경우 No, my network has no 
special characters(아니요, 네트워크에 특수 문자가 없습니다를 선택해 Connect to your 
device(디바이스에 연결) 페이지 (p. 23)로 이동합니다.

최신 장치가 있거나 장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된 경우그디바이스에 Connect페이
지 (p. 23)선택한 후 모달 대화 상자 없음다음.

22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v1)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연결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설정하려면 먼저, 디바이스의 로컬 Wi-Fi 네트워크(디바이스의 AMDC-NNNN 네
트워크라고도 함)에 컴퓨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디바이스 앞면에서 Wi-Fi 표시기(가운데 LED 표시기)가 깜박
이면 이 네트워크가 활성 상태이고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인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디바이스에 연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Note

또한 외부 모니터,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직접 연결 (p. 27)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처음으로 설정하는 경우 디바이스는 자동으로 설정 모드로 부팅되고 컴퓨터가 AMDC-NNNN 네트
워크에 조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설정 후 디바이스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디바이스 설정 모드를 
명시적으로 켠 다음(아래 나와 있는 지침 참조) 컴퓨터를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다시 조인시킵니다. 
설정을 마치기 전에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를 종료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디바이스에 컴퓨터를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이고 컴퓨터가 Wi-Fi 네트워크의 멤버인 경우 디바이스 설정 애플리케
이션(디바이스의 로컬 웹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HTML 페이지)을 열어 디바이스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최대 2시간 동안 설정 모드로 유지되므로, 디바이스 구성을 마치기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설정이 
완료되거나 2시간이 지나면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를 종료하고 Wi-Fi 표시기의 깜박임이 멈춥니다. 그런 다음
AMDC-NNNN 네트워크가 비활성화되고 네트워크에서 컴퓨터의 연결이 끊기고 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로 컴
퓨터가 다시 연결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1. 디바이스의 하단을 살펴보고 디바이스의 AMDC-NNNN 네트워크 SSID 및 암호를 적어 둡니다.

2. AC 전원 콘센트에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꽂습니다. 디바이스 앞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디바
이스를 켭니다.

23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v1)

3. 디바이스 앞면의 WiFi 표시기(가운데 LED)가 깜박이기 시작하면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로 전환될 때까
지 기다립니다.

Note

Wi-Fi 표시기가 깜박이지 않으면 디바이스가 더 이상 설정 모드가 아닌 것입니다. 디바이스의 
설정 모드를 다시 켜려면 종이 클립으로 디바이스 뒷면에 있는 재설정 핀홀을 누릅니다. 딸깍하
는 소리가 들린 후 Wi-Fi 표시기가 깜박이는 동안 약 20초 가량 기다립니다.

4.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관리 도구를 엽니다.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 목록에서 디바이스의 SSID를 선
택하고 디바이스 네트워크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SSID와 암호는 디바이스 하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Wi-Fi 네트워크의 SSID는 AMDC-NNNN 형식입니다.

Windows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대신 보안 키를 사용하여 연결대신라우터 레이블
에서 PIN을 입력하십시오 (일반적으로 8자리).그런 다음 디바이스의 Wi-Fi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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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연결하면 이제 디바이스를 구성 (p. 27)하기 위해 디
바이스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디바이스 설정 앱을 시작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등록하려면 Connect to your device(디바이스에 연결) 페이지
로 이동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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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 후 디바이스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웹 브라우저 탭을 열고 주소 표시줄에 http://
deeplens.amazon.net 또는 http://deeplens.config를 입력합니다.

Note

위 URL이 작동하지 않으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awscam 소프트웨어 버전 1.3.5 이전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시도해 보십
시오.
또는 http://deeplens.amazon.net이나 http://deeplens.config 대신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음 URL 중 하나를 사용하여 디바이스 
설정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 http://192.168.0.1: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패키지(awscam) 버전이 1.2.4 미만인 경

우
• http://10.105.168.217: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패키지(awscam) 버전이 1.2.4 이상

인 경우
자세한 내용은 디바이스 설정 URL (p. 118)을 참조하십시오.

모니터,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하여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연결

컴퓨터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 외에도AWS DeepLens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
습니다.μHDMI-HDMI 케이블, USB 키보드 및/또는 USB 마우스. Ubuntu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Enteraws_cam에서사용자 이름. 디바이스에 처음으로 로깅할 때는 기본 암호를 사용합
니다.aws_cam에서암호. 그러면 암호를 재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복잡한 구문의 
강력한 암호를 사용합니다. 향후 로그인 시 재설정된 암호를 사용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 설정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설정할 때 컴퓨터가 디바이스의 AMDC-NNNN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홈 또는 사무실 무선(Wi-Fi) 또는 유선(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디바이스의 인터넷 연결을 활성화합니다.
• the section called “ 디바이스 등록” (p. 9)에서 설명한 대로 AWS에서 프로비저닝한 보안 인증서를 디바이

스에 연결합니다.
• SSH 연결 또는 유선 연결을 포함해 디바이스에 대한 로그인 액세스를 설정합니다.
• 경우에 따라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 프로젝트 비디오 출력을 볼 수 있도록 디바이스에서 스트리밍 인증서

를 다운로드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설정 모드를 만료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더 이상 AMDC-NNNN  네트워크의 멤
버가 아닌 경우 계속 진행하기 전에 the section called “디바이스에 연결” (p. 23)의 지침에 따라 연결을 설
정하고 디바이스 설정 페이지를 다시 엽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설정하려면

1.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하라는 메
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래 2계로 건너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Device setup(디바이스 설정)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는 디바이스에 연결 (p. 23)한 후에 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a. Under단계 1: 네트워크에 Connect를 선택하고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 SSID를 선택합니
다.Wi-Fi 네트워크 ID드롭다운 목록 Wi-Fi 네트워크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27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v1)

또는 Use Ethernet(이더넷 사용)을 선택해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b. 다음을 선택하여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c. 다음 페이지에서 Install and reboot(설치 및 재부팅)를 선택하여 디바이스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설

치하고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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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한 후에는 컴퓨터를 디바이스의
AMDC-NNNN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http://deeplens.config로 이동하여 업데이
트된 디바이스 설정 애플리케이션을 연 다음 2단계에 표시된 것처럼 디바이스 설정의 나머지 부분
을 완료합니다.

2. 디바이스에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디바이스 설정 애플리케이션(예: http://
deeplens.config)을 시작하여 다음과 유사한 브라우저 페이지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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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your device to your home or office network(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에 디바이스 연결) 섹션에 
디바이스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Online(온라인)으로 표시됩니다. Edit(편집)를 선택한 다음 다른 Wi-Fi 네
트워크 또는 마이크로 USB-이더넷 어댑터를 사용하는 유선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이더넷 연결을 업데이
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해 나머지 디바이스 구성을 완료합니다.

3. Under보안 인증서를 업로드하여 연결AWS DeepLensAWS 계정에업데이트된AWS DeepLens 구성페이
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Browse(찾아보기)를 선택하여 File Picker를 엽니다.
b. AWS DeepLens를 위한 AWS 계정을 준비할 때 (p. 9) 다운로드한 보안 인증서를 찾아 선택합니다.
c. Upload zip file(압축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여 디바이스에 인증서를 연결합니다.

Note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한 보안 인증서는 .zip 파일입니다. 압축이 풀린 인증서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합니다.

최초 등록 후 디바이스 설정 업데이트를 위해 디바이스에는 이전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Edit(편집)를 선택하고 위에서 설명한 이 단계의 지침에 따라 새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4. Set a password to control how you access and update the device(디바이스에 대한 액세스 및 업데이트 
방법을 제어하기 위한 암호 설정)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해 디바이스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a. 최초 등록의 경우 Create a password(암호 생성)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
야 하며 하나 이상의 숫자, 대문자 및 특수 문자(예: '*', '&', '#', '$', '%', '@' 또는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SSH 연결(아래에서 활성화한 경우)을 사용하거나 유선 모니터, USB 마우스 및/또는 USB 
키워드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로그온하려면 이 암호가 필요합니다.

b. SSH server(SSH 서버)에서 Enable(활성화) 또는 Disable(비활성화)을 선택합니다. 활성화하면 
SSH를 통해 Mac 또는 Linux 컴퓨터에서 SSH 터미널을 사용하거나 Windows 컴퓨터에서 PuTTY 
또는 다른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 이후 구성 업데이트를 위해 Edit(편집)를 선택하고 뒤이어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암호를 업데
이트합니다.

5. 경우에 따라 디바이스 설정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Enable video streaming(비디오 스트리밍 
활성화)을 선택하여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해 프로젝트 비디오 출력 보기를 활성화합니다.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건너뛰고 AWS DeepLens를 사용하는 데 좀 더 익숙해진 후 디바이스 구
성을 업데이트할 때 나중에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설정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Finish(마침)를 선택하여 디바이스 설정을 완료하고 디바이스의 Wi-Fi 네
트워크에 대한 연결을 종료합니다. 컴퓨터를 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Note

설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포트 8883 및 
8443에 액세스할 수 있고 네트워크 방화벽 정책에 따라 이 디바이스가 차단되지 않았는지 살펴
봅니다.
만약AWS DeepLens선택한 후 장치의 인터넷 연결이 반복적으로 켜지거나 꺼집니다.Finish를 
선택합니다.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디바이스 등록 상태 확인 (p. 31)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배포하기 전에
AWS DeepLens디바이스.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상태 확인
디바이스 설정이 완료되면OpenAWS DeepLens콘솔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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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등록을 처리하는 데 몇 분 가량 걸립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Registration status(등록 상태)가
Registered(등록됨)로 바뀝니다. 이 프로세스에 실패하면 Registration status(등록 상태)가 Failed(실패)로 바
뀝니다. 이 경우 Deregister(등록 취소)를 선택한 다음 등록을 전부 다시 시작합니다. 등록이 중단되거나 완료
되지 않은 경우 Registration status(등록 상태)는 Awaiting credentials(자격 증명 대기 중)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디바이스의 AMDC-NNNN Wi-Fi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해 (p. 23) 등록을 다시 시작합니다.

디바이스의 Registration status(등록 상태) 및 Device status(디바이스 상태)가 각각 Registered(등록됨) 및
Online(온라인)으로 바뀌면 프로젝트를 생성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배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샘플 모델 생성 및 배포(~10분)
이 안내에서는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객체 감지 샘플 
프로젝트 템플릿 (p. 48)으로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사전 교육된 객체 감지 모델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캡처된 비디오 스트림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레이블이 지정된 이미지 유형 20개 중 하
나로 객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침은 다른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의 생성과 배포
에 적용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대략
적으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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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기본값을 수락할 수 있도록 콘솔의 필드가 자동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화면
의 Project content(프로젝트 콘텐츠) 부분에서는 프로젝트의 모델과 추론 함수를 알아야 합니다. AWS 
DeepLens샘플 프로젝트 개요 (p. 48)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이 절차의 단계에 따라 객체 감지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배포하십시오.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배포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 에서AWS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Projects(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Create new project(새 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Choose project type(프로젝트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Use a project template(프로젝트 템플릿 사용)을 선택한 다음 생성할 샘플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Object detection(객체 감지)을 선택합니다.

b.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하고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4. 프로젝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Project information(프로젝트 정보)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i. 프로젝트의 기본 이름을 수락하거나 선호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ii. 프로젝트의 기본 설명을 수락하거나 선호하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b.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와 함께 나열되는 Projects(프로젝트) 페이지로 돌아
갑니다.

5. Projects(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이름 왼쪽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거나 프로젝트를 선택
하여 프로젝트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연 후 Deploy to device(디바이스에 배포)를 선택합니다.

6. Target device(대상 디바이스) 페이지의 AWS DeepLens 디바이스 목록에서 이 프로젝트를 배포할 디바
이스를 선택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에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7. Review(검토)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가 디바이스에 이미 배포되어 있는 경우 이 프로젝트를 배포하면 디바이스에서 이미 실행 중인 
프로젝트를 덮어쓴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ontinue project(프로젝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8. Review and deploy(검토 및 배포)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Previous(이전)를 선택하여 뒤로 돌아
간 다음 변경을 수행하거나 Deploy(배포)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배포합니다.

Important

프로젝트를 배포하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AWS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
다.

프로젝트 출력을 보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AWS DeepLens출력 스트림 보기 (p. 40)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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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프레임워크

건물AWS DeepLens 프로젝트
AWS DeepLens디바이스가 AWS 클라우드에 등록되고 연결되면 AWS 클라우드에서AWS DeepLens 프로
젝트를 생성하고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도록 배포할 수 있습니다. AWS DeepLens프로젝트는 딥 러닝 기반 컴
퓨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딥러닝 모델과 모델을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하는 Lambda 함수로 구성됩니
다.

AWS DeepLens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지원되는 머신 러닝 프레임워크 중 하나를 사용하여 딥러닝 모델
을 트레이닝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트레이닝시켜야 (p. 34) 합니다. SageMaker 또는 다른 기계 학습 환경
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에서 추론 함수를 만들고 게시했어야AWS Lambda 합니다. 
이 장에서는 컴퓨터 비전 딥 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과 추론을 SageMaker 수행하고 다른 애플리케이
션 로직을 구현하는 추론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AWS DeepLens샘플AWS DeepLens 프로젝트 세트에 액세스하여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
습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AWS DeepLens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프로그래밍 패턴을 학
습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샘플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서 실행하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주제
• 에서 지원하는 Machine Learning 프레임워크AWS DeepLens (p. 34)
• AWS DeepLens출력 스트림 보기 (p. 40)
•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 작업 (p. 48)
• AWS DeepLens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 작업 (p. 68)
• 건물AWS DeepLens 프로젝트 튜토리얼 (p. 77)

에서 지원하는 Machine Learning 프레임워크AWS 
DeepLens

AWS DeepLensApache MXNet (Gluon API 지원 포함) 및 Caffe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학습된 딥 러닝 모델
을 지원합니다. TensorFlow 이 섹션에는 각 프레임워크를AWS DeepLens 지원하는 모델 및 모델링 계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
• 지원되는 아파치 MXNet 모델 및 지원되는 MXNet 계층 (p. 34)
• 지원 TensorFlow 모델 및 지원 TensorFlow 계층 (p. 36)
• 지원되는 카페 모델 및 지원 카페 레이어 (p. 38)

지원되는 아파치 MXNet 모델 및 지원되는 MXNet 계층
AWS DeepLensGluon API 및 MXNet 계층에 의해 노출되는 아파치 MXNet 딥 러닝 모델을 지원합니다. 이 
섹션에는 지원되는 모델 및 계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제
• Gluon API에 의해 노출되는 지원되는 MXNet 모델 (p. 35)
• MXNet 레이어 지원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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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MXNet 모델 및 레이어

Topics

Gluon API에 의해 노출되는 지원되는 MXNet 모델
AWS DeepLensGluon API에 의해 노출되는 Gluon 모델 동물원의 다음과 같은 아파치 MXNet 딥 러닝 모델
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글루온 모델

AlexNet 개방형 신경망 교환 (ONNX) 에서 가져온 ImageNet 데이터세트를 기
반으로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입니다.

MobileNet RMSProp 옵티마이저를 TensorFlow 사용하여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
델.

ResNet MXNet에서 가져온 ImageNet 데이터세트를 기반으로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입니다.

SqueezeNet ONNX에서 가져온 ImageNet 데이터세트를 기반으로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입니다.

VGG ImageNet MXNet 또는 ONNX에서 가져온 데이터세트를 기반으로 학
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입니다.

Example

다음 예제에서는 Gluon API를 사용하여 SqueezeNet 버전 1 모델을 내보내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출력은 기
호 및 매개변수 파일입니다. 파일 이름에는 'squeezenet' 접두사가 있습니다.

import mxnet as mx
from mxnet.gluon.model_zoo import vision
squeezenet = vision.squeezenet_v1(pretrained=True, ctx=mx.cpu())

# To export, you need to hybridize your gluon model,
squeezenet.hybridize()

# SqueezeNet’s input pattern is 224 pixel X 224 pixel images. Prepare a fake image,
fake_image = mx.nd.random.uniform(shape=(1,3,224,224), ctx=mx.cpu())

# Run the model once.
result = squeezenet(fake_image)

# Now you can export the model. You can use a path if you want ‘models/squeezenet’.
squeezenet.export(‘squeezenet')

모델의 전체 목록 및 자세한 내용은 Gluon Model Zoo를 참조하십시오.

MXNet 레이어 지원
다음 Apache MXNet 모델링 계층을 사용하여 딥 러닝 모델을 훈련할 수AWS DeepLens 있습니다.

지원되는 MXNet 모델링 계층

Activation 입력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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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TensorFlow 모델 및 레이어

지원되는 MXNet 모델링 계층

BatchNorm 배치 정규화 적용

콘캣 주어진 축을 따라 입력 배열을 결합합니다.

_기여_MultiBoxDetection 멀티박스 탐지 예측을 변환합니다.

_기여_MultiBoxPrior 데이터, 크기 및 비율에서 이전 상자를 생성합니다.

컨볼루션 입력값에 컨볼루션 계층을 적용합니다.

디컨볼루션 입력에 전치된 컨벌루션을 적용합니다.

엘렘와이즈_추가 인수의 요소별 추가를 적용합니다.

Flatten 입력의 상위 차원을 2차원 배열로 축소합니다.

FullyConnected 입력 시 선형Y = WX + b 변환을 적용합니다.X

InputLayer 신경망에 대한 입력값을 지정합니다.

L2Norm 입력 배열에L2 정규화를 적용합니다.

LRN

(로컬 응답 정규화)

로컬 응답 정규화를 입력 배열에 적용합니다.

풀링 입력에 대해 풀링을 수행합니다.

모양 변경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뷰로 입력 배열을 재구성합니다.

ScaleShift 입력 요소에 배율 조정 및 이동 연산을 적용합니다.

SoftmaxActivation 소프트맥스 활성화를 입력에 적용합니다.

SoftmaxOutput Softmax 출력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 손실의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전치 배열의 차원을 치환합니다.

UpSampling 입력에 가장 가까운 이웃 또는 쌍선형 업샘플링을 수행합니다.

_뮬 곱셈을 수행합니다.

_플러스 브로드캐스팅을 사용하여 입력 배열의 요소별 합계를 수행합니다.

MXNet 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XNet Gluon Neural Network Layers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TensorFlow 모델 및 지원 TensorFlow 계층
AWS DeepLens는 딥 러닝을 위해 다음과 같은 TensorFlow 모델 및 계층을 지원합니다.

주제
• 지원되는 TensorFlow 모델 (p. 36)
• 지원 TensorFlow 레이어 (p. 37)

지원되는 TensorFlow 모델
AWS DeepLens는 에서 학습한 다음과 같은 딥러닝 모델을 지원합니다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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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orFlow 모델 및 레이어

지원되는 TensorFlow 모델

인셉션 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TensorFlow

MobileNet 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TensorFlow

NasNet 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TensorFlow

ResNet 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TensorFlow

VGG 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TensorFlow

TensorFlow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텐서플로우/모델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GitHub.

지원 TensorFlow 레이어
다음 TensorFlow 계층을 사용하여 에서 지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수AWS DeepLens 있습니다.

지원되는 TensorFlow 레이어

Add 요소별 덧셈을 계산합니다.

AvgPool 입력에 대해 평균 풀링을 수행합니다.

BatchToSpaceND 배치된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 블록으로 재정렬합니다.

BiasAdd 편향 추가

콩스트 일정한 텐서를 만듭니다.

Conv2d 2차원 컨볼루션을 계산합니다.

Conv2dBackpropInput 입력값을 기준으로 컨볼루션의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Identity 입력과 모양과 내용이 동일한 텐서를 반환합니다.

최대 요소별 최대화를 계산합니다.

MaxPool 입력에 대해 최대 풀링을 수행합니다.

Mean 텐서 차원에서 요소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뮬 요소별 곱셈을 계산합니다.

네그 음수 값을 요소별로 계산합니다.

패드 텐서를 패딩합니다.

Placeholder 항상 공급되는 텐서의 자리 표시자를 삽입합니다.

찌르다 텐서 차원에서 요소의 곱을 계산합니다.

RandomUniform 균일한 분포에서 임의의 값을 출력합니다.

Range 일련의 숫자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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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카페 모델 및 레이어

지원되는 TensorFlow 레이어

렐루 조정된 선형 활성화를 계산합니다.

모양 변경 텐서 모양 변경

RSQRT 제곱근의 역수를 계산합니다

셰이프 텐서의 모양을 반환합니다.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 활성화를 계산합니다.

SpaceToBatchND 공간 데이터 블록을 0으로 채운 다음 일괄적으로 재정렬합니다.

Square 요소별 제곱을 계산합니다.

스퀴즈 텐서 모양에서 크기 1의 치수를 제거합니다.

StopGradient 그래디언트 계산을 중지합니다

서브 요소별 빼기를 계산합니다.

합계 텐서 차원의 요소 합계를 계산합니다.

Tile 주어진 텐서를 타일링하여 텐서를 구성합니다.

TensorFlow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ensorFlow 레이어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카페 모델 및 지원 카페 레이어
AWS DeepLensCaffe 및 Caffe 모델링 계층으로 학습된 다음과 같은 딥러닝 모델을 지원합니다.

주제
• 지원되는 카페 모델 (p. 38)
• 카페 레이어 지원 (p. 39)

지원되는 카페 모델
AWS DeepLens다음과 같은 딥 러닝 모델을 지원합니다. Caffe와 함께 학습했습니다.

지원되는 카페 모델

AlexNet Caffe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DenseNet 원본 Torch 모델의 이미지 분류 모델

인셉션 원본 Apache MXNet 모델에서 변환된 이미지 분류 모델

MobileNet Caffe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ResNet Caffe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SqueezeNet Caffe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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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모델 및 레이어

지원되는 카페 모델

VGG Caffe를 사용하여 ImageNet 데이터세트에 대해 학습된 이미지 분류 
모델

카페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ffe Model Zoo를 참조하십시오.

카페 레이어 지원
다음 Caffe 계층을 사용하여 에서 지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수AWS DeepLens 있습니다.

지원되는 카페 레이어

BatchNorm 배치 전체에서 평균 및/또는 단위 분산이 0이 되도록 입력을 정규화합
니다.

콘캣 입력 블롭을 연결합니다

컨볼루션 학습된 필터 뱅크로 입력을 컨벌루션합니다.

디컨볼루션 컨볼루션 계층의 반대쪽 센서에서 수행합니다.

드롭아웃 드롭아웃을 수행합니다.

엘트와이즈 여러 입력 블롭을 따라 제품 및 합계와 같은 요소별 연산을 수행합니
다.

Flatten 입력 블롭을 평면 벡터로 재구성합니다.

InnerProduct 내부 곱을 계산합니다.

입력 모델에 입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LRN (로컬 응답 정규화) 특징 맵 전체 또는 내에서 로컬 영역의 입력을 정규화합니다.

순열 블롭의 크기를 치환합니다.

풀링 영역 내에서 최대값, 평균값 등을 취하여 입력 이미지를 풀링합니다.

전력 각 입력 요소에(shift + scale * x) ^ power 대해 출력을 계산
합니다.x

ReLU 조정된 선형 활성화를 계산합니다.

모양 변경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입력 블롭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로이풀 링 각 관심 영역에 풀링 적용

규모 두 입력 블롭의 요소별 곱을 계산합니다.

Slice 입력 레이어를 지정된 차원을 따라 여러 출력 레이어로 분할합니다.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 활성화를 계산합니다.

Tile 지정한 치수를 따라 블럽을 복사합니다.

카페 레이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페 레이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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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출력 스트림 보기
AWS DeepLens기기는 기기 스트림과 프로젝트 스트림이라는 두 개의 출력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디바이스 
스트림은 처리되지 않은 비디오 스트림입니다. 프로젝트 스트림은 모델이 비디오 프레임에서 수행하는 처리 
결과입니다.

AWS DeepLens장치가 온라인 상태일 때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에서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브라우저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비디오 스트림을 봅니다.” (p. 41)을 참조하
세요. 또한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에 연결된 장치에서 출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침은 이 섹션에 나와 있
습니다.

주제
• 브라우저에서AWS DeepLens 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의 비디오 스트림 보기 (p. 40)
• 브라우저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비디오 스트림 보기 (p. 41)
•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비디오 스트림 보기 (p. 43)
• 프로젝트 스트림을 보기 위한 Lambda 함수 생성 (p. 45)

브라우저에서AWS DeepLens 2019 에디션 (v1.1) 디바
이스의 비디오 스트림 보기
브라우저에서AWS DeepLens 2019 Edition (v1.1) 디바이스의 프로젝트 또는 라이브 스트림을 보려면 디바
이스의 자체 서명 스트리밍 인증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다음 사용할 지원되는 브라우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스트리밍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브라우저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의 6단계를 참조하십시
오보기 또는 업데이트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설정 (p. 19).

브라우저에서AWS DeepLens 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의 비디오 스트림을 보려면

1.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아직 연결되지 않은 경우).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디바이스의 AWS DeepLens 스트림 뷰어를 시작합니다.

• AWS DeepLens콘솔에서 장치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고 비디오 스트리밍에서 비디오 스트림 보기를
선택하여 새 브라우저 탭에서 스트림 뷰어를 엽니다.

• 또는 새 브라우저 탭을 수동으로 열고 주소https://your-device-ip-address:4000 표시줄에
AWS DeepLens 콘솔의 장치 세부 정보 아래에 표시된 장치의 IP 주소 (예: 192.168.14.78) 를 입력합
니다. your-device-ip-address

3. 스트리밍 인증서가 자체 서명되므로 브라우저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경고를 수락하려면 화면의 브라우
저별 지침에 따라 스트림 뷰어를 시작하기 위한 인증서를 수락합니다.

스트림 뷰어가 표시되는 데 약 30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4. 프로젝트를 배포하기 전에 라이브 스트림을 선택하여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라이브 비디오를 

봅니다. 프로젝트를 배포한 후 프로젝트 스트림을 선택하여 디바이스에서 처리된 비디오 출력을 볼 수도 
있습니다.

5. 비디오 스트림 보기를 마치면 컴퓨터에서 디바이스를 분리하여 컴퓨터를 정상 네트워크 구성으로 되돌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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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비디오 스트
림 보기

Note

지원되는 브라우저에서 프로젝트 출력을 보려면 디바이스에 awscam 소프트웨어 버전 1.3.9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디바이스 업데이트” (p. 9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Mac El Capitan 이하에서 Chrome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출력을 보려면 암호를 입력해 프로젝트 
출력을 보기 위한 스트리밍 인증서를 로드해야 합니다. 이전 Mac 운영 체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Chrome을 사용하려는 경우 아래 절차를 건너뛰고 Mac El Capitan 이하에서 Chrome 브라우저로 프
로젝트 결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6)의 지침에 따라 프로젝트 출력을 보도록 브라
우저를 설정합니다.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프로젝트 출력을 보려면

1. 디바이스를 등록 (p. 27)할 때 아직 스트리밍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운로드한 사본을 
잃어버린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트리밍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단계는 디바이스 설정 애플
리케이션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a. 디바이스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리밍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i. 컴퓨터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대한 SSH 연결을 설정합니다.

ssh aws_cam@device_local_ip_address

device_local_ip_address의 예에서는 192.168.0.47입니다. 디바이스 등록 시 지정한 
올바른 디바이스 암호를 입력하면 이제 디바이스에 로그인된 것입니다.

ii. 디바이스에서 스트리밍 인증서(client.pfx)의 로컬 사본(my_streaming_cert.pfx)을 만
듭니다.

sudo cp /opt/awscam/awsmedia/certs/client.pfx /home/aws_cam/
my_streaming_cert.pfx

메시지가 나타나면 디바이스 암호를 입력해 위 명령을 완료합니다.

디바이스-로컬 사본의 소유자가 aws_cam인지 확인합니다.

sudo chown aws_cam /home/aws_cam/my_streaming_cert.pfx

그런 다음 디바이스에서 로그아웃합니다.

exit

iii. 디바이스에서 컴퓨터로 스트리밍 인증서 사본을 전송합니다.

scp aws_cam@device_local_ip_address:/home/aws_cam/my_streaming_cert.pfx ~/
Downloads/

이 예제에서는 사용자의 홈 디렉터리(~/) 아래에 있는 Downloads 폴더에 인증서를 전송했습
니다. 쓰기 가능한 다른 디렉터리를 대상 폴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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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 단계에 따라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대한 스트리밍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i. 필요한 경우 디바이스를 설정 모드로 되돌리고 컴퓨터를 디바이스의 ADMC-NNNN Wi-Fi 네트워
크에 연결합니다 (p. 23).

ii. http://deeplens.config에서 디바이스 설정 앱을 시작합니다.
iii. 프로젝트의 출력 스트림을 보려면 화면의 지침에 따라 스트리밍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디바이스 등록 (p. 27) 중 다운로드한 스트리밍 인증서를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로 가져옵니다.

a. FireFox (윈도우 및 macOS 시에라 이상) 의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i. 에서 환경설정을 선택합니다 FireFox.
ii. 개인 정보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iii. 인증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iv. 개인 인증서 탭을 선택합니다.
v. 가져오기(Import)를 선택합니다.
vi. 다운로드한 스트리밍 인증서를 선택하여 FireFox 로드합니다.
vii. 컴퓨터 시스템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이 

1.3.23 이상일 경우 암호 입력 필드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DeepLens . AWS DeepLens 소프트
웨어 버전이 1.3.22 이하인 경우 암호 필드를 비워두고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스트리밍 
인증서 가져오기를 마칩니다.

Note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 아래 단계를 대신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ireFox

1. 설정에서 고급을 선택합니다.
2. 인증서 탭을 선택합니다.
3. 인증서 보기를 선택합니다.
4. 인증서 관리자에서 개인 인증서 탭을 선택합니다.
5. 가져오기(Import)를 선택합니다.
6. 다운로드한 스트리밍 인증서로 이동하고 엽니다.
7.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이 1.3.23 이상

인 경우 암호 입력 필드에 DeepLens를 입력합니다.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
이 1.3.22 이하인 경우 암호를 입력하지 않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b. Chrome(macOS Sierra 이상)의 경우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i. macOS에서 다운로드한 스트리밍 인증서를 두 번 클릭하여 시스템의 키체인 및 범주 아래의
내 인증서에 추가합니다.

또는 키체인 액세스 앱을 열고 잠금을 해제하고 왼쪽의 키체인에서 시스템을 선택하고 카테고
리에서 내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한 스트리밍 인증서를 창으로 끌어서 놓습니다.

ii. 컴퓨터의 시스템 암호를 입력합니다.
iii. 다음 화면에서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이 1.3.23 이상인 경우 암호 입력 필드에

DeepLens를 입력합니다.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이 1.3.22 이하인 경우 암호 필드를 
비워두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c. Chrome(Windows 및 Linux)의 경우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i. Chrome 브라우저에서 설정을 열고 고급 설정을 선택합니다.
ii. 개인정보 및 보안에서 인증서 관리를 선택합니다.
iii. 가져오기(Import)를 선택합니다.
iv. 다운로드한 스트리밍 인증서가 들어 있는 폴더로 이동한 다음 Chrome에 로드할 인증서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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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컴퓨터의 시스템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이 
1.3.23 이상인 경우 암호 입력 필드에 DeepLens를 입력합니다.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이 1.3.22 이하인 경우 암호 필드를 비워두고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에 따라 스트리밍 인증
서 가져오기를 마칩니다.

3. 출력 스트림을 보려면 지원되는 브라우저 창을 열고 https://<your-device-ip-
address>:4000으로 이동합니다. 디바이스의 IP 주소는 AWS DeepLens 콘솔의 디바이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스트림은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
르십시오.

a. 탐색 창에서 디바이스(Devices)를 선택합니다.
b. 디바이스 페이지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c. 디바이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Project output(프로젝트 출력)에서 View the video output(비디오 출

력 보기) 섹션을 확장합니다.
d. Select a browser to import the streaming certificate(스트리밍 인증서를 가져올 브라우저 선택) 드롭

다운 목록에서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지침을 따릅니다.
e. 컴퓨터가 기기의 Wi-Fi (AMDC-NNNN)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스트림 보기를 선택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비디오 스트림 보기
AWS DeepLens출력 스트림을 브라우저에서 보는 (p. 41) 것 외에도, 모니터, 키보드 및mplayer 마우스
에 연결한 후AWS DeepLens 장치에서 직접 스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AWS DeepLens 장치가 온
라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장치를 등록할 때 SSH 액세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를 사용하여 장치에 직접ssh
연결하는 대신 를 사용하여 장치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업무용mplayer 컴퓨터에서 를 사
용하여 스트림을 볼 수 있습니다. AWS DeepLens장치에서 출력 스트림을 보기 전에 컴퓨터에 설치되
어mplayer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player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라이브 스트림 보기 (p. 43)
•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프로젝트 스트림 보기 (p. 44)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라이브 스트림 보기

디바이스에서 처리되지 않은 디바이스 스트림을 보려면AWS DeepLens

1. AWS DeepLens기기를 전원 콘센트에 꽂고 전원을 켭니다.
2. USB 마우스와 키보드를 컴퓨터에 ConnectAWS DeepLens.
3.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AWS DeepLens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모니터에 로그인 화면이 나타

납니다.
4. 장치를 등록할 때 설정한 SSH 암호를 사용하여 장치에 로그인합니다.
5. 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보려면 터미널을 시작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AWS DeepLens

mplayer -demuxer lavf /opt/awscam/out/ch1_out.h264

6. 비디오 스트림 보기를 중단하고 터미널 세션을 종료하려면 키를 누릅니다Ctr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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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프로젝트 스트림 보기
AWS DeepLens기기에서 프로젝트 스트림을 보려면

1. AWS DeepLens기기를 전원 콘센트에 꽂고 전원을 켭니다.
2. USB 마우스와 키보드를 컴퓨터에 ConnectAWS DeepLens.
3.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AWS DeepLens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모니터에 로그인 화면이 나타

납니다.
4. 장치를 등록할 때 설정한 SSH 암호를 사용하여 장치에 로그인합니다.
5. 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보려면 터미널을 시작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AWS DeepLens

mplayer -demuxer lavf -lavfdopts format=mjpeg:probesize=32 /tmp/results.mjpeg

6. 비디오 스트림 보기를 중단하고 터미널 세션을 종료하려면 키를 누릅니다Ctr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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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스트림을 보기 위한 Lambda 함수 생성
프로젝트 스트림을 보려면 기기의 스트림 및 딥러닝 모델과 상호 작용하는AWS Lambda 함수가 필요합니
다.mjpeg 에 포함된 샘플 프로젝트의AWS DeepLens 경우 코드는 프로젝트의 추론 Lambda 함수에 포함됩
니다.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의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하는 Lambda 함수를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에 대한 Lambda 함수 생성

다음 샘플 코드를 프로젝트에 추가하고 모델 이름과 치수를 적절하게 변경하십시오. https://
docs.aws.amazon.com/deeplens/latest/dg/

import os
import greengrasssdk
from threading import Timer
import time
import awscam
import cv2
from threading import Thread

# Create an AWS Greengrass core SDK client.
client = greengrasssdk.client('iot-data')

# The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AWS IoT and the AWS Cloud has  
# a topic and a message body.
# This is the topic that this code uses to send messages to the Cloud.
iotTopic = '$aws/things/{}/infer'.format(os.environ['AWS_IOT_THING_NAME'])
_, frame = awscam.getLastFrame()
_,jpeg = cv2.imencode('.jpg', frame)
Write_To_FIFO = True
class FIFO_Thread(Thread): 
    def __init__(self): 
        ''' Constructor. ''' 
        Thread.__init__(self) 
  
    def run(self): 
        fifo_path = "/tmp/results.mjpeg" 
        if not os.path.exists(fifo_path): 
            os.mkfifo(fifo_path) 
        f = open(fifo_path,'w') 
        client.publish(topic=iotTopic, payload="Opened Pipe") 
        while Write_To_FIFO: 
            try: 
                f.write(jpeg.tobytes()) 
            except IOError as e: 
                continue   

def greengrass_infinite_infer_run(): 
    try: 
        modelPath = "/opt/awscam/artifacts/mxnet_deploy_ssd_resnet50_300_FP16_FUSED.xml" 
        modelType = "ssd" 
        input_width = 300 
        input_height = 300 
        max_threshold = 0.25 
        outMap = ({ 1: 'aeroplane', 2: 'bicycle', 3: 'bird', 4: 'boat',  
                    5: 'bottle', 6: 'bus', 7 : 'car', 8 : 'cat',  
                    9 : 'chair', 10 : 'cow', 11 : 'dining table', 
                   12 : 'dog', 13 : 'horse', 14 : 'motorbike',  
                   15 : 'person', 16 : 'pottedplant', 17 : 'sheep',  
                   18 : 'sofa', 19 : 'train', 20 : 'tvmonitor' }) 
        results_thread = FIFO_Thread() 
        results_thread.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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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d a starting message to the AWS IoT console. 
        client.publish(topic=iotTopic, payload="Object detection starts now") 

        # Load the model to the GPU (use {"GPU": 0} for CPU). 
        mcfg = {"GPU": 1} 
        model = awscam.Model(modelPath, mcfg) 
        client.publish(topic=iotTopic, payload="Model loaded") 
        ret, frame = awscam.getLastFrame() 
        if ret == False: 
            raise Exception("Failed to get frame from the stream") 
             
        yscale = float(frame.shape[0]/input_height) 
        xscale = float(frame.shape[1]/input_width) 

        doInfer = True 
        while doInfer: 
            # Get a frame from the video stream. 
            ret, frame = awscam.getLastFrame() 
             
            # If you fail to get a frame, raise an exception. 
            if ret == False: 
                raise Exception("Failed to get frame from the stream") 

            # Resize the frame to meet the  model input requirement. 
            frameResize = cv2.resize(frame, (input_width, input_height)) 

            # Run model inference on the resized frame. 
            inferOutput = model.doInference(frameResize) 

            # Output the result of inference to the fifo file so it can be viewed with 
 mplayer. 
            parsed_results = model.parseResult(modelType, inferOutput)['ssd'] 
            label = '{' 
            for obj in parsed_results: 
                if obj['prob'] > max_threshold: 
                    xmin = int( xscale * obj['xmin'] ) + int((obj['xmin'] - input_width/2) 
 + input_width/2) 
                    ymin = int( yscale * obj['ymin'] ) 
                    xmax = int( xscale * obj['xmax'] ) + int((obj['xmax'] - input_width/2) 
 + input_width/2) 
                    ymax = int( yscale * obj['ymax'] ) 
                    cv2.rectangle(frame, (xmin, ymin), (xmax, ymax), (255, 165, 20), 4) 
                    label += '"{}": {:.2f},'.format(outMap[obj['label']], obj['prob'] ) 
                    label_show = "{}:    {:.2f}%".format(outMap[obj['label']], 
 obj['prob']*100 ) 
                    cv2.putText(frame, label_show, (xmin, 
 ymin-15),cv2.FONT_HERSHEY_SIMPLEX, 0.5, (255, 165, 20), 4) 
            label += '"null": 0.0' 
            label += '}'  
            client.publish(topic=iotTopic, payload = label) 
            global jpeg 
            ret,jpeg = cv2.imencode('.jpg', frame) 
             
    except Exception as e: 
        msg = "Test failed: " + str(e) 
        client.publish(topic=iotTopic, payload=msg) 

    # Asynchronously schedule this function to be run again in 15 seconds. 
    Timer(15, greengrass_infinite_infer_run).start()

# Execute the function.
greengrass_infinite_infer_run()

# This is a dummy handler and will not be invoked.
# Instead, the code is executed in an infinite loop for our example.
def function_handler(event,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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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urn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배포한 후the section called “브라우저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비디오 스
트림을 봅니다.” (p. 41) 또는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프로젝트 스트림 보기 (p. 44) 의 지침에 따라 처
리된 프로젝트 스트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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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 작업
AWS DeepLens 디바이스가 등록되고 AWS 클라우드에 연결되면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만들고, 컴퓨
터 비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디바이스에 배포할 준비가 된 거입니다. AWS DeepLens 프로젝트는 AWS 
DeepLens 모델로 이루어지며, 추론을 실행할 AWS Lambda 함수에 연결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전 교육된 
모델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모델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AWS DeepLens는 곧장 배포하고 추론을 실행할 수 있는 샘플 프로젝트를 여러 개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샘
플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샘플 프로
젝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제
• AWS DeepLens샘플 프로젝트 개요 (p. 48)
• AWS DeepLens 콘솔에서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p. 50)
• AWS SMS를 통해 AWS DeepLens 프로젝트 출력 전달 (p. 52)
• 샘플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학습된 모델 프로비저닝에 사용 SageMaker  (p. 58)

AWS DeepLens샘플 프로젝트 개요
시작하려면 샘플 프로젝트 템플릿을 사용하세요.AWS DeepLens AWS DeepLens샘플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를 만들고, 모델을 가져오고, 프로젝트를 배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모델을 사전 학습시키
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이드의 다른 섹션에서는 이벤트에 응답하여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도록 샘플 프로젝
트의 기능을 확장하고 원본 샘플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샘플 프로젝트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술적 방식 이전
이 프로젝트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 스타일을 에서 캡처한 전체 비디오 시퀀스로AWS DeepLens 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 가AWS DeepLens 디바이스로 스트리밍되는 동안 그림 스
타일을 주변 환경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프로젝트는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바로 배포할 수 있
는 사전 학습된 최적화 모델을 사용합니다. 배포한 후에는 스타일화된 비디오 스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맞게 모델을 미세 조정한 후 CNN이 이미지 스타일을 비디
오 스트림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모델: deeplens-artistic-style-transfer
• 프로젝트 기능: deeplens-artistic-style-transfer

객체 인식
이 프로젝트는 딥 러닝 모델이 방 안의 물체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싱글 샷 MultiBox 디텍터 (SSD)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사전 훈련된 resnet_50 네트워크로 물
체를 탐지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파스칼 VOC 데이터세트로 훈련되었으며 20가지 다른 종류의 물체를 인식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AWS DeepLens 기기의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으로 받아 식별하는 객체에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프로젝트는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사전 학습된 최적화 모델을 사용합
니다. 모델을 배포한 후에는AWS DeepLens 모델이 주변 물체를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te

SageMaker트레이닝된 SSD 모델을 배포할 때는 먼저deploy.py (https://github.com/apache/ 
incubator-mxnet/tree/v1.x/example/ssd/ 에서 사용 가능) 를 실행하여 모델 아티팩트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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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델로 변환해야 합니다. MXNet 리포지토리를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한 후 최신 버전
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모델을deploy.py 변환하도록 호출하기 전에git reset --hard 
73d88974f8bca1e68441606fb0787a2cd17eb364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모델은 비행기, 자전거, 새, 보트, 병, 버스, 자동차, 고양이, 의자, 소, 식탁, 개, 말, 오토바이, 사람, 화분, 양, 
소파, 기차 및 TV 모니터와 같은 물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모델: deeplens-object-detection
• 프로젝트 기능: deeplens-object-detection

얼굴 인식 및 인식
이 프로젝트에서는 얼굴 인식 모델과AWS DeepLens 기기를 사용하여 방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감지합니
다.

모델은AWS DeepLens 기기의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으로 받아 감지한 얼굴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프로젝트
는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사전 학습된 최적화 모델을 사용합니다.

• 프로젝트 모델: deeplens-face-detection
• 프로젝트 기능: deeplens-face-detection

핫도그 인식
인기 TV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은 이 프로젝트는 음식을 핫도그와 핫도그가 아닌 것으로 분류합니다.

SqueezeNet 심층 신경망 기반 모델을 사용합니다. 모델은AWS DeepLens 기기의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으
로 받아 이미지에 핫도그 또는 핫도그가 아닌 라벨을 붙입니다. 이 프로젝트는AWS DeepLens 장치에 배포
할 준비가 된 사전 학습되고 최적화된 모델을 사용합니다. 모델을 배포한 후 라이브 뷰 기능을 사용하여 모델
이 핫도그를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의 출력으로 트리거되는 Lambda 함수를 생성하여 이 모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핫
도그를 감지하면 Lambda 함수가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Lambda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은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샘플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학습된 모델 프로비저닝에 사용 SageMaker  (p. 58)

고양이 및 강아지 인식
이 프로젝트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고양이나 개를 인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컨벌루션 신경망 (CNN)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사전 훈련된 Resnet-152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고양이 또는 개로 분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AWS DeepLens 장치에 배포할 준비가 된 사전 학습되고 최적
화된 모델을 사용합니다. 배포한 후에는 모델을AWS DeepLens 사용하여 애완동물을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모델: deeplens-cat-and-dog -인식
• 프로젝트 기능: deeplens-cat-and-dog -인식

동작 인식
이 프로젝트는 30가지 이상의 활동을 인정합니다.

Apache MXNet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SqueezeNet 숙련된 ImageNet 사용자의 학습을 새 작업으로 전환합
니다. 네트워크는 UCF101 데이터세트의 하위 집합을 기반으로 조정되었으며 30개 이상의 다양한 활동을 인
식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AWS DeepLens 기기의 비디오 스트림을 입력으로 받아 식별된 동작에 레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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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합니다. 이 프로젝트는AWS DeepLens 장치에 배포할 준비가 된 사전 학습되고 최적화된 모델을 사용합
니다.

모델을 펼친 후에는 메이크업, 립스틱 바르기, 양궁 참가, 농구, 벤치 프레스, 자전거 타기, 당구, 머리 말리기, 
양초 치기, 볼링, 양치, 부엌에서 물건 자르기, 드럼 치기, 머리 마사지, 물구나무서기, 걷기, 머리 마사지 받
기, 승마 등 37가지 활동을 알아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 저글링, 줄넘기, 점프 잭 하기, 런지 하
기, 쌍척 사용하기, 첼로 연주,AWS DeepLens플루트, 기타 연주, 피아노 연주, 시타르 연주, 바이올린 연주, 
팔굽혀 펴기, 면도, 스키 타기, 타이핑, 강아지 산책, 보드에 글쓰기, 요요 연주.

• 프로젝트 모델: deeplens-action-recognition
• 프로젝트 기능: deeplens-action-recognition

머리 자세 감지
이 샘플 프로젝트는 TensorFlow 프레임워크로 생성된 딥 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사람의 머리 방향을 정확하
게 감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ResNet-50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머리의 방향을 감지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Prima 
HeadPose 데이터세트를 기반으로 훈련되었습니다. Prima 데이터세트는 15명의 얼굴 이미지 2,790개로 구
성되며, 팬 및 틸트 각도는 -90도에서 +90도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머리 포즈 각도를 9가지 머리 포즈 클래
스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아래, 중간, 위, 아래 왼쪽, 왼쪽, 위 왼쪽) 로 분류했습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AWS DeepLens 장치에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사전 학습되고 최적화된 모델을 제
공했습니다. 모델을 배치한 후에는 다양한 머리 포즈를AWS DeepLens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모델: deeplens-head-pose-detection
• 프로젝트 기능: deeplens-head-pose-detection

조류 분류
이 프로젝트는AWS DeepLens 카메라로 캡처한 고정된 새 사진에서 상위 5종의 새를 예측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ResNet-18 신경망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CUB-200 데이터세트로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학습
된 모델은 200종의 다양한 조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범주 수가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가장 가능성이 높
은 상위 5개의 추론 결과만 출력합니다. 배경 노이즈를 줄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카메라 이미지 중앙에 있
는 잘린 영역을 추론에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비디오 스트리밍에서 크롭된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정된 조
류 사진을 박스 영역에 배치하면 추론 결과가 프로젝트 뷰의 왼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 프로젝트 모델: deeplens-bird-detection
• 프로젝트 기능: deeplens-bird-detection

AWS DeepLens 콘솔에서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
트 생성 및 배포
이 안내에서는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객체 감지 샘플 
프로젝트 템플릿 (p. 48)으로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사전 교육된 객체 감지 모델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캡처된 비디오 스트림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레이블이 지정된 이미지 유형 20개 중 하
나로 객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침은 다른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의 생성과 배포
에 적용됩니다.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기본값을 수락할 수 있도록 콘솔의 필드가 자동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화면
의 Project content(프로젝트 콘텐츠) 부분에서는 프로젝트의 모델과 추론 함수를 알아야 합니다. AWS 
DeepLens샘플 프로젝트 개요 (p. 48)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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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이어그램은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대략
적으로 보여 줍니다.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아래의 단계에 따라 객체 감지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배포하십시오.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배포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 에서AWS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Projects(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Create new project(새 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Choose project type(프로젝트 유형 선택)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Use a project template(프로젝트 템플릿 사용)을 선택한 다음 생성할 샘플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Object detection(객체 감지)을 선택합니다.

b.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하고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4. Specify project details(프로젝트 세부 정보 지정)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Project information(프로젝트 정보) 화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i. 프로젝트의 기본 이름을 수락하거나 선호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ii. 프로젝트의 기본 설명을 수락하거나 선호하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b.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와 함께 나열되는 Projects(프로젝트) 화면으로 돌아
갑니다.

5. Projects(프로젝트) 화면에서 프로젝트 이름 왼쪽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거나 프로젝트를 선택하
여 프로젝트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연 후 Deploy to device(디바이스에 배포)를 선택합니다.

6. Target device(대상 디바이스) 화면의 AWS DeepLens 디바이스 목록에서 이 프로젝트를 배포할 디바이
스의 왼쪽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에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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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view(검토)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가 디바이스에 이미 배포되어 있는 경우 이 프로젝트를 배포하면 디바이스에서 이미 실행 중인 
프로젝트를 덮어쓴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ontinue project(프로젝트 구성)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Review and deploy(검토 및 배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 Review and deploy(검토 및 배포)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Previous(이전)를 선택하여 뒤로 돌아

간 다음 변경을 수행하거나 Deploy(배포)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배포합니다.

Important

프로젝트를 배포하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AWS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
다.

프로젝트 출력을 보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AWS DeepLens출력 스트림 보기 (p. 4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SMS를 통해 AWS DeepLens 프로젝트 출력 전달
이 단원에서는 "핫도그 인식" 샘플 프로젝트를 가져오고 이 프로젝트에 일부 규칙 기반 기능을 추가하여 
AWS DeepLens에서 핫도그를 감지할 때마다 SMS 알림을 보냅니다. 이 주제에서는 "핫도그 인식" 샘플 프로
젝트를 사용하지만 어떤 프로젝트, 샘플 또는 사용자 지정에든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른 AWS 제품과 상호 작용하도록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예를 들어, 생성할 AWS DeepLens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Amazon OpenSearch Service를 사용하여 타임라인과AWS DeepLens 프레임으로 탐지한 모든 객체 및 얼
굴에 대한 대시보드 및 검색 인터페이스입니다.

• 이상 징후 탐지 모델은 Kinesis Data Analytics Analytics를 사용하여 스토어 앞을 걷는 사람들의 수를 감지
합니다.

• Amazon Rekognition Rekognition을 사용하여 주변 VIP를 식별하는 얼굴 인식 및 유명인 인식 애플리케이
션입니다.

이 연습에서는 AWS IoT 규칙 엔진 및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도록 이전에 생성하고 편집한 프로젝트를 
수정합니다(샘플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학습된 모델 프로비저닝에 사용 SageMaker  (p. 58) 참조).

주제
• Lambda 함수 생성 및 구성 (p. 52)
• AWS IoT 규칙 비활성화 (p. 57)

Lambda 함수 생성 및 구성
핫도그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0.5 이상) 항목에 대해 클라우드에서 실행하고 AWS DeepLens 디바이스
의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구성합니다. 또한 가능성 임계값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Lambda 함수 생성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AWS Lambdahttps://console.aws.amazon.com/lambda/에서
콘솔을 엽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AWS 리전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2. 함수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새로 작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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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mbda 함수의 이름 을 입력합니다<your name>_hotdog_notifier.
5. 권한의 경우 실행 역할에서 AWS 정책 템플릿에서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6. 역할의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your name>_hotdog_notifier).
7. 정책 템플릿에서 SNS Publish policy(SNS 게시 정책) 및 AWS IoT 버튼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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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함수 생성(Create function)을 선택합니다.

AWS IoT 규칙 생성

Lambda 함수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후에는 데이터 소스에서 이벤트가 발생할 때 Lambda 함수에 지정한 작
업 (다음 단계) 을 트리거하는AWS IoT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규칙을 설정하려면 아래 단계에 따라 함수에 
AWS IoT 트리거를 추가합니다.

1. + 트리거 추가를 선택합니다. 아직 확장되지 않은 경우 Lambda 콘솔에서 디자인 섹션을 확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트리거 구성에서 AWS IoT IoT를 선택합니다.
3. IoT type(IoT 유형)에 Custom IoT rule(사용자 지정 IoT 규칙)을 선택합니다.
4. 규칙에서 새 규칙 생성을 선택합니다.
5. 규칙 이름에 이름(예: <your-name>_search_hotdogs)을 입력합니다.
6. 필요에 따라 규칙 설명 아래에 규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7. 규칙 쿼리 설명문에서 다음 형식의 AWS IoT 주제 쿼리 설명문을 상자에 입력하고 빨간색 텍스트를 

AWS DeepLens에 대한 AWS IoT 주제로 바꿉니다.

Select Hotdog from '/$aws/deeplens/$aws/things/
deeplens_5e6d406g-2bf4-4444-9d4f-4668f7366855/infer'

이 쿼리는 JSON 형식으로 AWS DeepLens에서 메시지를 캡처합니다.

{ "Hotdog" : "0.5438" }

해당AWS IoT 주제를 찾으려면 사용 중인 기기로 이동하여 기기를 선택한 다음 기기 세부 정보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세요.AWS DeepLensAWS DeepLens

8. 트리거 활성화 옵션을 토글합니다.
9. 추가를 선택하여 AWS IoT 규칙 생성을 완료합니다.

Lambda 함수 구성

기본 코드를 사용자 지정 코드로 바꾸고 환경 변수를 추가하여 Lambda 함수를 구성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코드도 수정해야 합니다.

1. AWS Lambda에서 Functions(함수)를 선택한 다음 함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2. your-name_hotdog_notifier 페이지에서 Configuration(구성)을 선택합니다.
3. 함수 코드 상자에서 모든 코드를 삭제합니다.
4. 함수 JavaScript 코드 상자에 다음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알림을 받을 방법을 나타내도록 코드의 한 줄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 
 * This is a sample Lambda function that sends an SMS notification when your 
 * AWS DeepLens device detects a hot dog. 
 *  
 * Follow these steps to complete the configuration of your function: 
 * 
 * Update the phone number environment variable with your phone number. 
 */

const AWS = require('aws-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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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 sure to add email and phone_number to the function's environment variables
*/
const email = process.env.email;
const phone_number = process.env.phone_number;
const SNS = new AWS.SNS({ apiVersion: '2010-03-31' });

exports.handler = (event, context, callback) => { 
    console.log('Received event:', event); 

    // publish message 
    const params = { 
        Message: 'Your AWS DeepLens device just identified a hot dog. 
 Congratulations!', 
        PhoneNumber: phone_number 
    }; 
    if (event.Hotdog > 0.5) { 
        SNS.publish(params, callback); 
    }
};

5. 코드 블록에 표시된 위치에 다음 코드 줄 하나를 추가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여기에서 수행한 코드 변경
에 해당하는 환경 변수를 추가합니다.

• 이메일 알림을 수신하려면: const email=process.env.email;
• 휴대전화 알림을 수신하려면: const phone_number=process.env.phone_number;

6. Environmental variables(환경 변수)를 추가하고 다음 중 하나를 추가합니다.

에 의한 알림 키 값

이메일 email 전체 이메일 주소.

예: YourAlias@ISP.com

전화번호 phone_number 국가 코드를 포함한 전화번호.

예: US +1 8005551212

키 값은 이전 단계에서 추가한 코드 줄의 const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7. Save(저장) 및 Test(테스트)(오른쪽 위)를 선택합니다.

구성 테스트

구성을 테스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iot 에서AWS IoT 콘솔로 이동합니다.
2. 테스트(Test)를 선택합니다.
3. 규칙에서 정의한 주제에 { "Hotdog" : "0.6382" } 메시지를 게시합니다.

Lambda 함수에서 정의한 SMS 메시지를 수신해야 합니다.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방금 핫도그
를 식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핫도그 프로젝트를 사용한 테스트

핫도그 프로젝트를 아직 배포하지 않은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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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home?region=us-east-1#firstrun/ 으로 이동하여 프로젝트/
프로젝트 템플릿 만들기/핫도그 또는 핫도그 아님을 선택합니다.

2. 디바이스에 프로젝트를 배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DeepLens 콘솔에서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p. 50)을 참조
하세요.

3. AWS DeepLens에 핫도그를 표시하여 이 기능이 핫도그를 감지하고 확인 메시지를 보내는지 확인합니
다.

실험하려면 Lambda 함수를 트리거할 확률 임계값을 변경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AWS IoT 규칙 비활성화
AWS DeepLens에서 핫도그가 표시될 때 계속 알림을 받지 않으려면 AWS IoT 규칙을 비활성화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iot 에서AWS IoT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Act(작업)를 선택한 다음, 이 연습에 대해 생성한 규칙인 <your-name>_search_hotdogs를 선택합니

다.
3.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Actions(작업)을 선택한 다음, Disable(비활성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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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학습된 모델 프로비저닝에 
사용 SageMaker
이 예제에서는 SqueezeNet 객체 감지 모델부터 시작하여 이를 사용하여 이진 분류를 수행하여 객체가 핫도
그인지 여부를 SageMaker 판단하도록 학습시킵니다. 이 예에서는 이진 분류를 수행하도록 모델을 편집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학습률과 epoch를 설명합니다. 대화형 컴퓨팅을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Jupyter 노
트북 인스턴스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실행할 편집 코드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모델을 교육한 후 아티팩트를 AWS DeepLens로 가져오고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AWS 
DeepLens가 핫도그를 감지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관찰합니다.

주제
• 1단계: Amazon S3 버킷 생성 (p. 59)
• 2단계: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 (p. 60)
• 3단계: 에서 모델 편집 SageMaker (p. 61)
• 4단계: 모델 최적화 (p. 62)
• 5단계: 모델 가져오기 (p. 63)
• 6단계: 추론 Lambda 함수 생성 (p. 64)
• 7단계: 새 AWS DeepLens 프로젝트 생성 (p. 65)
• 8단계: 프로젝트 검토 및 배포 (p. 66)
• 9단계: 모델의 출력 보기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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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Amazon S3 버킷 생성
시작하기 전에 AWS 계정과 필수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생성해야 합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
을 엽니다.

2. 버킷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이름 및 리전 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버킷 이름을 deeplens-sagemaker-<some_string>으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some_string>은 AWS에서 버킷 이름을 고유하게 만드는 모든 문자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 이름이나 ID입니다.

Note

버킷 이름은 deeplens-sagemaker-로 시작해야 기본 액세스 정책에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가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b.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4. Configure options(옵션 구성) 탭에서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권한 설정 탭의 시스템 권한 관리 드롭다운 메뉴에서 이 버킷에 대한 Amazon S3 Log Delivery 그룹 쓰기

권한 부여를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6. 검토 탭에서 설정을 검토하고 버킷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7. 생성된 버킷의 페이지에서 개요 탭을 선택하고 폴더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8. 폴더에 test라는 이름을 지정한 다음 저장을 선택합니다.

노트북의 기본 폴더 이름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만들 예제 노트북 인스턴스와 함께 폴더를 사용
하려면 폴더 이름을 test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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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sagemaker/ 에서 아마존 SageMaker 콘솔을 엽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us-east-1
2. 탐색 창에서 노트북 인스턴스를 선택한 다음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3.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노트북 인스턴스 설정 아래의 노트북 인스턴스 이름 입력 필드에 노트북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your-name>-hotdog).

b. 노트북 인스턴스 유형에서 ml.t2.medium을 선택합니다.
c. 권한 및 암호화의 경우 IAMdeeplens-sagemaker 역할에서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노트북

을 처음 실행하는 경우 Special S3 버킷 입력 필드를 입력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DeepLensAWS용 첫 번째 노트북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기존 역할 사용 목록에서 사용 가능한 IAM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일부로 AWSDeepLensSageMaker 역할을 이미 생성한 경우 사용자 지정 IAM 역할 ARN 입
력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IAM 역할 ARN 상자에 해당 SageMaker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붙여넣습니다. SageMaker 역할의 ARN 다음과 같습니다.

i.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ii. 탐색 창에서 역할(Roles)을 선택합니다.
iii. 를 AWSDeepLensSagemakerRole찾아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역할의 Summary(요약) 페

이지로 이동합니다.
iv. Summary(요약) 페이지에서 Role ARN(역할 ARN)을 찾아서 복사합니다. ARN은 다음과 비슷

합니다.

arn:aws:iam::account id:role/AWSDeepLensSagemakerRole

d. 다른 모든 설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이 연습에서는 건너뜁니다.

Tip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VPC의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면 VPC와 a를 선택합니다 SubnetId.
Security Group(보안 그룹)에 VPC의 기본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이 안내서의 연습에는 
기본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으로 충분합니다.

e. Create notebookinstance(노트북 인스턴스 생성)를 선택합니다.

이제 Notebooks(노트북) 페이지에서 새 노트북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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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에서 모델 편집 SageMaker
이 단계에서는 <your-name>-hotdog 노트북을 열고 핫도그를 인식하도록 객체 감지 모델을 편집합니다. 
노트북에는 각 단계에 도움이 되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sagemaker/ 에서 아마존 SageMaker 콘솔을 엽니다.
2. US East (N. Virginia) 리전을 선택하는지 확인합니다
3. 탐색 창에서 노트북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4. 노트북 페이지에서 방금 생성한 노트북 인스턴스(<your-name>-hotdog)의 왼쪽에 있는 라디오 버튼

을 선택합니다. 노트북 상태가 InService인 경우 Open Jupiter (주피터 열기) 를 선택합니다.
5. 브라우저에서 새 탭을 열고 https://github.com/aws-samples/reinvent-2017-deeplens-workshop으로 이

동합니다.
6.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Git 리포지토리를 복제합니다. .zip 파일을 다운로드

한 경우 파일을 찾아서 모두 압축을 풉니다.

git clone git@github.com:aws-samples/reinvent-2017-deeplens-workshop.git

.zip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 파일을 찾아서 모두 압축을 풉니다.

이제 교육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파일을 사용하여 모델을 편집합니다.

1. Jupyter 탭에서 Upload(업로드)를 선택합니다.
2. 압축이 풀린 파일 deeplens-hotdog-or-not-hotdog.ipynb로 이동하고 Open(열기)을 선택한 다

음 Upload(업로드)를 선택합니다.
3. deeplens-hotdog-or-not-hotdog 노트북을 찾아 선택하십시오.
4. Jupyter 화면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커널이 conda_mxnet_p36인지 확인합니다. 아닌 경우 커널을 변

경합니다.
5. deeplens-hotdog-or-not-hotdog.ipynb 파일에서 bucket= 'your S3 bucket name 

here'를 검색합니다. 'your s3 bucket name here'를 사용자의 S3 버킷 이름으로 바꿉니다(예:
deeplens-sagemaker-<your-name>).

파일 상단으로 돌아갑니다.

파일의 각 단계(In [#]:)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단계의 설명을 읽습니다.
b. 블록 안에 코드가 있는 경우 코드 블록 안에 커서를 놓고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Jupyter에서 코드 

블록을 실행하려면 Ctrl+<Enter>를 사용하거나 실행 아이콘( )을 선택합니다.

Important

각 단계에는 In [1]: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가 지정됩니다. 블록이 실행 중인 동안에는
In [*]:로 변경됩니다. 블록이 실행을 완료하면 In [1]:로 돌아갑니다. 현재 블록이 여
전히 실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코드 블록으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6. 모델 편집을 마친 후 Amazon S3 콘솔로 돌아가 버킷 이름을 선택하고test 폴더를 선택한 다음 편집된 
모델의 다음 아티팩트가 S3 버킷의 테스트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Hotdog_or_not_model-0000.params
• Hotdog_or_not_model-symbol.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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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모델 최적화
지금까지 mxNet 모델을 교육했으므로 이제 AWS DeepLens의 GPU에서 모델을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마지
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교육된 mxNet 모델은 계산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모델을 원래 형
식으로 배포하면 모델은 최적이 아닌 속도로 mxNet을 통해 CPU에서 실행됩니다. CPU에서 최적의 속도로 
모델을 실행하려면 모델 최적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MXNet 모델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지정 모델 최적화 (p. 70).

62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프로젝트의 모델 SageMaker 프로비저닝에 사용

5단계: 모델 가져오기
편집한 모델을 AWS DeepLens로 가져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 에서AWS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Models(모델)을 선택한 다음 Import model(모델 가져오기)을 선택합니다.
3. 모델 가져오기 대상에서AWS DeepLens 외부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4. Model settings(모델 설정)에 대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모델 아티팩트에 이전 단계에서 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한 아티팩트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경로
는 s3://deeplens-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이름 지정을 따른 경우 경로는 s3://
deeplens-sagemaker-<your-name>/<dir>이 됩니다.

b. 모델 이름에 모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c. Model description(모델 설명)에 설명을 입력합니다.

5. Import model(모델 가져오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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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추론 Lambda 함수 생성
AWS Lambda콘솔을 사용하여 모델을 사용하는 Lambda 함수를 생성합니다. 샘플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지
침은 AWS DeepLens추론 Lambda 함수 생성 및 게시 (p. 7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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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새 AWS DeepLens 프로젝트 생성
이제 새로운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편집한 모델을 새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 에서AWS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Projects(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Create new project(새 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4. Choose project type(프로젝트 유형 선택)에 Create a new blank project(새 빈 프로젝트 생성)을 선택하

고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Project information(프로젝트 정보)에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6. Project content(프로젝트 콘텐츠)에 Add model(모델 추가)을 선택합니다.
7. 방금 생성한 모델을 검색하여 선택한 다음 Add model(모델 추가)을 선택합니다.
8. Add function(함수 추가)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 deeplens-hotdog-no-hotdog를 선택한 다음 Add 

function(함수 추가)을 선택합니다.
9.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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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프로젝트 검토 및 배포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 에서AWS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프로젝트 목록에서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Deploy to device(디바이스에 배포)를 선택합니

다.
3. AWS DeepLens를 대상 디바이스로 선택한 다음 Review(검토)를 선택합니다.
4. 설정을 검토하고 Deploy(배포)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프로젝트를 배포하면 사용되는 다양한AWS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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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모델의 출력 보기
모델의 출력을 보려면 AWS DeepLens출력 스트림 보기 (p. 40) 단원의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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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 작업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이상 살펴본 후에는 고유한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생성해 배포하고자 할 수 있
습니다. 즉, 다음 단계 전체 또는 거의 대부분을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내부 SageMaker 또는 다른 곳에서 사용자 지정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세요.
• AWS DeepLens로 모델을 가져옵니다.
• 추론 함수를 생성 및 게시합니다.
• AWS DeepLens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 이 프로젝트에 모델 및 추론 함수를 추가합니다.
•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프로젝트를 배포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안내합니다.

주제
• SageMaker 학습된 모델 가져오기 (p. 68)
• 외부 학습 모델 가져오기 (p. 68)
• 사용자 지정 모델 최적화 (p. 70)
• AWS DeepLens추론 Lambda 함수 생성 및 게시 (p. 70)
• 사용자 지정AWS DeepLens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p. 74)
• SageMaker Neo를 사용하여 추론을 최적화하세요AWS DeepLens (p. 75)

SageMaker 학습된 모델 가져오기
SageMaker 학습된 모델을 컴퓨터 비전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면 해당 모델을 로 가져와야 합니다AWS 
DeepLens.

SageMaker 학습된 모델을 다음으로 가져오려면AWS DeepLens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 에서AWS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 모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3. 소스 가져오기에서SageMaker  학습된 모델을 선택합니다.
4. 모델 설정 영역에서:

a. 완료된 작업 목록에서 가져오려는 모델의 SageMaker 교육 작업 ID를 선택합니다.

SageMaker의 교육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AWS DeepLens 정책을 확장하도록
AWSDeepLensServiceRolePolicy(장치 등록에 사용) 으로deeplens- 시작하지 않는 한 작업 ID는 
로 시작해야deeplens* 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작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SageMaker 콘솔로 이동하여 작업 상태를 확인하여 작
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b. 모델 이름에 원하는 모델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델 이름은 영숫자 문자와 하이픈을 포함할 수 있으
며 1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설명에는 모델에 대한 설명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d. Import model(모델 가져오기)을 선택합니다.

외부 학습 모델 가져오기
외부에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려면 해당 모델을 가져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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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학습된 모델을 가져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AWS DeepLens 에서AWS Management Console 양식에 로
그인하세요.

2. 탐색 창에서 모델을 선택한 다음 모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3. 가져오기 소스의 경우 외부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4. 모델 설정의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a. 모델 스토리지 서비스) 에 모델을 훈련할 때 생성된 아티팩트의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 전체 경로를 입력합니다. 경로는 s3://deeplens-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
어, 이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명명 규칙을 따랐다면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s3://deeplens-
sagemaker-your_name/<dir>.

b. 모델 이름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모델 이름에는 최대 100개의 영숫자 및 하이픈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c. 선택 사항. [Description] 에 모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d. Import model(모델 가져오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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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모델 최적화
DeepLens AWS는 심층 신경망용 컴퓨터 라이브러리 (CLDNN) 를 사용하여 추론을 수행하는 데 GPU를 활
용합니다. 모델 아티팩트가 clDNN 형식과 호환되지 않는 경우 모델 최적화 (mo) 모듈을 호출하여 모델 아티
팩트를 변환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모델 최적화라고 합니다. MXNet, Caffe에서 출력한 모델 아티팩트가 
최적화되지 않았거나 TensorFlow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모델 아티팩트를 최적화하려면 다음 코드에 설명된 대로 mo.optimize (p. 129)메서드를 호출하십시오.

error, model_path = mo.optimize(model_name,input_width,input_height)

추론 Lambda 함수에서 추론할 모델 아티팩트를 로드하려면 디바이스에서 모델 아티팩트 경로를 지정하십
시오. 최적화되지 않은 모델 아티팩트의 경우 위 메서드 호출에서model_path 반환된 값을 사용해야 합니
다.

모델은 기기의/opt/awscam/artifacts 디렉터리에 배포됩니다. 최적화된 모델 아티팩트는 XML 파일
로 직렬화되며model_path 변수에 직접 파일 경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the section called “추론 
Lambda 함수 생성 및 게시” (p. 70)에서 확인하세요.

MXNet 모델 아티팩트의 경우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params 파일을.json 변환할 수 있습니다. Caffe 
모델 아티팩트의 경우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prototxt 또는.caffemodel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
다. TensorFlow 모델 아티팩트의 경우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고정된 graph (.pb) 파일을 예상합니다.

모델 옵티마이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모델 최적화 (mo) 모듈 (p. 129).

AWS DeepLens추론 Lambda 함수 생성 및 게시
이 항목에서는 AWS Lambda 추론 함수를 사용자 지정 AWS DeepLens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 추론은 모델에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미지를 표시하고 예측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추론 함수는 모델
을 AWS DeepLens에서 실행되도록 최적화하고 각 카메라 프레임을 모델에 공급하여 예측을 얻습니다. 추론 
함수의 경우 AWS Lambda를 사용하여 AWS DeepLens에 배포할 함수를 생성합니다. 추론 함수는 카메라에
서 제공되는 각 프레임을 통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로컬로 실행됩니다.

AWS DeepLens파이썬 2.7 및 파이썬 3.7로 작성된 Lambda 추론 함수를 지원합니다. Python 3.7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v1.4.5가 필요합니다. 브라우저에서 Lambda 함수를 작성한 다음 실행되도록AWS DeepLens 배
포합니다.

AWS DeepLens프로젝트에 대한 추론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게시하려면

1. AWS DeepLens 추론 함수 템플릿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zip 파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lambda_function.py— 이 파일에는 Lambda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DeepLensAWS 
DeepLens프로젝트가 배포된 후에 이 파일을 실행합니다.

• local_display.py— 이 파일에는 카메라에서 수정된 프레임을 프로젝트 비디오 스트림에 기록하
는 도우미 클래스가 들어 있습니다.

• greengrasssdk— 이 폴더에는AWS IoT Greengrass SDK가 들어 있습니다. 이 폴더는 예측 결과를 
클라우드에 다시 보내거나 다른 IoT 디바이스에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카메라에서 프레임을 가져와서 추론을 수행하고, AWS IoT Greengrass를 통해 추론을 다시 보내도록
lambda_function.py를 수정합니다.

2.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AWS Lambdahttps://console.aws.amazon.com/lambda/에서
콘솔을 엽니다.

3. 함수 생성을 선택한 다음 새로 작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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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정보 섹션에서:

a. 함수 이름에서 Lambda 함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deeplens-object-detection.

함수 이름은 로 시작해야 합니다deeplens.
b. 런타임에서 Python 2.7 또는 Python 3.7을 선택합니다.
c. 권한에서 실행 역할 선택 또는 생성을 확장합니다(아직 확장되지 않은 경우).
d. 실행 역할에서 기존 역할 사용을 선택합니다.
e. 기존 역할 드롭다운 목록에서 장치를 등록할 때 생성된 AWSDeepLensLambdaRoleservice-role/을

선택합니다.
5.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고 함수 생성 을 선택합니다.
6. 함수 코드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작업에서.zip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b. 함수 패키지에서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deeplens_inference_function_template.zip을 

선택합니다.
7. Lambda 콘솔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Save를 선택하여 기본 Lambda 함수를 코드 편집기에 로드합니다.
8. Lambda 코드 편집기에서lambda_function.py 다음을 엽니다.

임포트 종속성 유지

cv2라이브러리는awscam 모듈에 종속됩니다. lambda_function.py템플릿을 수정하는 경
우cv2 라이브러리보다 먼저awscam 모듈을 계속 가져와야 합니다.

import json
import awscam
import mo
import cv2
import greengrasssdk
import os
from local_display import LocalDisplay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Empty entry point to the Lambda function invoked from the edge.""" 
    return

def infinite_infer_run(): 
    """ Run the DeepLens inference loop frame by frame""" 
    # Load the model here 
    while True: 
        # Get a frame from the video stream 
        ret, frame = awscam.getLastFrame() 
        # Do inference with the model here 
        # Send results back to IoT or output to video stream
infinite_infer_run() 
             

이 코드를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 json 모듈을 사용하면 Lambda 함수를 JSON 데이터와 연동하고 AWS IoT를 통해 결과를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 awscam 모듈을 사용하면 Lambda 함수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p. 123)를 사용
하여 카메라 프레임을 포착하고 최적화된 모델로 추론을 수행하고 추론 결과를 구문 분석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모델 객체 (p. 124)을 참조하세요.

• 이mo 모듈을 통해 Lambda 함수는AWS DeepLens 모델 옵티마이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
드에서 학습된 모델을 DeepLens GPU에서 효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최적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모
델 최적화 (mo) 모듈 (p. 129)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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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2 모듈을 사용하면 Lambda 함수가 이미지 사전 처리에 사용된 Open CV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greengrasssdk 모듈은 운영 상태 및 추론 결과를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AWS 클라우드로 메시지
를 보내는 Lambda 함수의AWS IoT Greengrass API를AWS IoT 노출합니다.

• local_display 파일에는 프로젝트 비디오 스트림에 기록할 헬퍼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렇게 하면 바운딩 박스나 텍스트를 DeepLens 비디오 스트림에 직접 그릴 수 있습니다.

• lambda_handler에는 일반적으로 호출되었다가 중지된 Lambda 함수에 대한 코드를 넣습니다. 
Lambda 함수가 계속 실행되고 프레임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AWS DeepLens lambda_handler를 
비워 두고 영구히 실행 가능한 다른 함수 infinite_infer_run을 정의합니다.

• infinite_infer_run 함수에는 영구히 실행되는 while 루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cam.getLastFrame을 사용하여 반복할 때마다 카메라에서 프레임을 당겨 옵니다.

9. 이 단계에서는 추론 모델을 로드하고 카메라 프레임을 전달하여 예측을 얻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예
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도록 모델을 교육했다고 가정합니다.

Lambda 코드 편집기의 설명 아래에# Load the model here 다음을 추가합니다.

# Model details
input_width = 224
input_height = 224
model_name = 'image-classification'
model_type = 'classification'
output_map = {0: 'dog', 1: 'cat'}

# Optimize the model
error, model_path = mo.optimize(model_name,input_width,input_height)

# Load the model onto the GPU.
model = awscam.Model(model_path, {'GPU': 1})

AWS DeepLensIntel OpenVino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학습된 모델을 최
적화합니다. model_name는 로드하려는 모델 파일의 이름입니다. Amazon에서 SageMaker 학습
한 모델의 경우 모델에는 일반적으로 파일과 파일이라는<model_name>-symbol.json 두 개
의<model_name>-###.params 파일이 있습니다.

input_width 및 input_height는 네트워크를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추론하는 동안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가 전달됩니다.

model_type은 결과를 구문 분석하는 방법을 awscam 패키지에 알려줍니다. 기타 모델 유형에는
ssd(Single Shot Detector) 및 segmentation이 있습니다.

output_map은 모델의 정수 결과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레이블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 이 단계에서는 예측 결과를 얻기 위해 모델을 통해 카메라 프레임을 전달하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Lambda 코드 편집기의 설명 아래에# Do inference with the model here 다음을 추가합니다.

frame_resize = cv2.resize(frame, (input_height, input_width))
predictions = model.doInference(frame_resize)
parsed_inference_results = model.parseResult(model_type, predictions)

이 코드에서는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된 이미지 입력과 같은 크기로 카메라 프레임의 크기를 조정합니
다. 그런 다음 크기가 조정된 이 프레임에서 모델을 추론합니다. 마지막으로 awscam parseResult를 
사용하여 쉽게 구문 분석할 수 있는 사전으로 예측을 변환합니다. parseResult의 출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odel.parseResult를 참조하십시오.

11. 이 단계에서는 결과를 AWS IoT에 다시 보내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결과를 
쉽게 기록하거나 예측을 기반으로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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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da 코드 편집기의 함수infinite_infer_run 아래에""" Run the DeepLens inference 
loop frame by frame""" 다음을 추가합니다.

# Create an IoT client for sending to messages to the cloud.
client = greengrasssdk.client('iot-data')
iot_topic = '$aws/things/{}/infer'.format(os.environ['AWS_IOT_THING_NAME'])

# Create a local display instance that will dump the image bytes to a FIFO
# file that the image can be rendered locally.
local_display = LocalDisplay('480p')
local_display.start()

이 코드는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 AWS 클라우드에서 추론 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AWS IoT Greengrass SDK(greengrasssdk)를 
인스턴스화합니다. 여기에는 프로세스 정보와 처리된 결과를 AWS IoT 주제(iot_topic)로 보내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주제에서 AWS DeepLens 출력을 비디오 스트림 대신 JSON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 로컬 표시(LocalDisplay)를 위해 구문 분석된 비디오 프레임을 제공하도록 스레드
(local_display.start)를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디바이스 (p. 43) 또는 웹 브라우저 (p. 41)에 
있습니다.

결과를 다시# Send results back to IoT or output to video stream 보내려면 뒤에 다음 
코드를 추가하세요 frame-by-frame.

# Add the label of the top result to the frame used by local display.
cv2.putText(frame, output_map[top_k[0]['label']], (10, 70),
cv2.FONT_HERSHEY_SIMPLEX, 3, (255, 165, 20), 8)
# Set the next frame in the local display stream.
local_display.set_frame_data(frame)
# Send the top k results to the IoT console via MQTT
cloud_output = {}
for obj in top_k: 
 cloud_output[output_map[obj['label']]] = obj['prob']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json.dumps(cloud_output))

12. 저장을 선택하여 업데이트된 Lambda 함수를 저장합니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import json
import awscam
import mo
import cv2
import greengrasssdk
import os
from local_display import LocalDisplay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Empty entry point to the Lambda function invoked from the edge.""" 
    return

def infinite_infer_run(): 
    """ Run the DeepLens inference loop frame by frame""" 
    # Create an IoT client for sending to messages to the cloud. 
    client = greengrasssdk.client('iot-data') 
    iot_topic = '$aws/things/{}/infer'.format(os.environ['AWS_IOT_THING_NAME']) 

    # Create a local display instance that will dump the image bytes to a FIFO 
    # file that the image can be rendered locally. 
    local_display = LocalDisplay('4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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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_display.start() 
     
    # Load the model here 
    # Model details 
    input_width = 224 
    input_height = 224 
    model_name = 'image-classification' 
    model_type = 'classification' 
    output_map = {0: 'dog', 1: 'cat'} 
     
    # Optimize the model 
    error, model_path = mo.optimize(model_name,input_width,input_height) 
    # Load the model onto the GPU. 
    model = awscam.Model(model_path, {'GPU': 1}) 
    while True: 
        # Get a frame from the video stream 
        ret, frame = awscam.getLastFrame() 
        # Do inference with the model here 
        # Resize frame to the same size as the training set. 
        frame_resize = cv2.resize(frame, (input_height, input_width)) 
        predictions = model.doInference(frame_resize) 
        parsed_inference_results = model.parseResult(model_type, predictions) 

        k = 2 
        # Get top k results with highest probabilities 
        top_k = parsed_inference_results[model_type][0:k] 
        print(top_k) 
        # Send results back to IoT or output to video stream 
        # Add the label of the top result to the frame used by local display. 
        cv2.putText(frame, output_map[top_k[0]['label']], (10, 70), 
        cv2.FONT_HERSHEY_SIMPLEX, 3, (255, 165, 20), 8) 
        # Set the next frame in the local display stream. 
        local_display.set_frame_data(frame) 
        # Send the top k results to the IoT console via MQTT 
        cloud_output = {} 
        for obj in top_k: 
            cloud_output[output_map[obj['label']]] = obj['prob']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json.dumps(cloud_output))
infinite_infer_run()

13. 작업 드롭다운 메뉴 목록에서 새 버전 게시를 선택합니다. 함수를 게시한 경우 함수를 AWS DeepLens 
콘솔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AWS DeepLens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주제
• AWS DeepLens콘솔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 만들기 (p. 74)

AWS DeepLens콘솔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 만들기
다음 절차는 사용자 정의 학습 모델 및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추론 함수를 포함하는 사용자 지정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자 지정 추론 &LAM; 함수를 만들
고 게시했어야 합니다.

AWS DeepLens콘솔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프로젝트를 만드는 단계는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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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 에서AWS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Projects(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Create new project(새 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새 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4. 프로젝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의 프로젝트 정보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프로젝트 이름에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를 식별할 이름 (예:) 을 입력합니다.my-cat-and-dog-
detection

b. 설명 - 선택 사항에서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5. 여전히 프로젝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의 프로젝트 콘텐츠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모델 추가를 선택하고 가져온AWS DeepLens 사용자 지정 모델의 이름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
택한 다음 모델 추가를 선택합니다.

b. 함수 추가를 선택하고 만들고 게시한 사용자 지정 추론 함수의 이름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
한 다음 함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함수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함수가 게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c. [Create] 를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프로젝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6.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7. [Deploy to device] 를 선택하고 화면의 지침에 따라 프로젝트를 장치에 배포합니다.

SageMaker Neo를 사용하여 추론을 최적화하세요AWS 
DeepLens
교육된 모델이 디바이스에서 추론을 실행하도록 최적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된 모델을 AWS 
DeepLens에 배포하기 전에 SageMaker Neo를 사용하여 AWS DeepLens 하드웨어에서 추론을 실행하도록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모델을 컴파일합니다.
2. 컴파일된 모델을 AWS DeepLens 콘솔로 가져옵니다.
3. 컴파일된 모델을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배포합니다.
4. 컴파일된 모델을 추론 엔진의 Neo 런타임에 로드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추론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Neo 컴파일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
• AWS DeepLens 모델 컴파일 (p. 75)
• 컴파일된 모델을 AWS DeepLens 콘솔로 가져오기 (p. 76)
• AWS DeepLens 추론 엔진에 컴파일된 모델 로드 (p. 77)

AWS DeepLens 모델 컴파일
Neo를 사용하여 모델을 컴파일하려면 AWS CLI를 사용하여 컴파일 작업을 만들어 실행하면 됩니다. 먼저 
JSON으로 작업 구성 파일을 생성하여 원시 모델 아티팩트를 로드할 Amazon S3 버킷, 학습 데이터 형식, 작
업 실행 방법을 나타내는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 등을 지정합니다.

다음의 예제 JSON 파일은 작업 구성을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파일 이름이
neo_deeplens.json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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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ilationJobName": "deeplens_inference", 
    "RoleArn": "arn:aws:iam::your-account-id:role/service-role/AmazonSageMaker-
ExecutionRole-20190429T140091", 
    "InputConfig": { 
        "S3Uri": "s3://your-bucket-name/headpose/model/deeplens-tf/train/model.tar.gz", 
        "DataInputConfig":  "{\"data\": [1,84,84,3]}", 
        "Framework": "TENSORFLOW" 
    }, 
    "OutputConfig": { 
        "S3OutputLocation": "s3://your-bucket-name/headpose/model/deeplens-tf/compile", 
        "TargetDevice": "deeplens" 
    }, 
    "StoppingCondition": { 
        "MaxRuntimeInSeconds": 300 
    }
}

InputConfig.S3Uri 속성 값이 교육된 모델 아티팩트의 S3 경로를 지정합니다. S3OutputLocation 속
성 값이 Neo 컴파일 모델 아티팩트를 포함할 S3 폴더를 지정합니다. DataInputConfig 속성 값에 지정된 
입력 데이터 형식은 원래 교육 데이터 형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컴파일 작업 구성 속성 값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CreateCompilationJob.

Neo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하려면 터미널 창에서 다음 AWS CLI 명령을 입력하십시오.

aws sagemaker create-compilation-job \
--cli-input-json file://neo_deeplens.json \
--region us-west-2 

또한 SageMaker 콘솔이나 SageMaker SDK를 사용하여 컴파일 작업을 생성하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
다.AWS CLI 자세히 알아보려면  SageMaker 콘솔 및 SageMaker SDK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 컴파일을 참
조하십시오.

컴파일된 모델을 AWS DeepLens 콘솔로 가져오기
이 단원에서는 컴파일된 모델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완료되면 모델을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배포한 다음 추론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Neo 컴파일 모델을 AWS DeepLens 콘솔로 가져오려면

1. S3OutputLocation 경로에 지정된 대로 S3 폴더에서 컴파일된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2. 컴퓨터에서 컴파일된 모델을 언패킹할 폴더 (compiled-model-folder) 를 생성합니다. 나중에 컴파

일된 모델을 식별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폴더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mkdir compiled-model-folder

3. macOS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플래그를 설정합니다.

COPYFILE_DISABLE=1 

4. 다운로드한 모델을 폴더 (compiled-model-folder) 에 압축 해제합니다.

tar xzvf model-deeplens.tar.gz -C compiled-model-folder

5. 컴파일된 모델 폴더를 압축합니다.

tar czvf compiled-model-foler.tar.gz compiled-model-f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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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압축한 컴파일된 모델 폴더를 S3에 업로드합니다. 대상 S3 경로를 기록해 둡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경
로를 사용해 모델을 가져옵니다.

7. AWS DeepLens 콘솔로 이동해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S3 경로를 지정하여 모델을 가져옵니다. 모델 설
정에서 모델의 프레임워크를 Other로 설정합니다.

이제 컴파일된 모델을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배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컴파일된 모델을 배포하는 단
계는 컴파일되지 않은 모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AWS DeepLens 추론 엔진에 컴파일된 모델 로드
컴파일된 모델을 AWS DeepLens 추론 엔진에 로드하려면 컴파일된 모델 아티팩트와 Neo 런타임이 있는 폴
더 이름을 지정합니다. Lambda 함수에서awscam.Model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할 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
오. 이 과정을 보여주는 코드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mport awscam
model = awscam.Model('compiled-model-folder', {'GPU': 1}, runtime=1)
ret, image = awscam.getlastFrame()
infer_results = model.doInference(image)

이제 함수가 Neo 런타임에 컴파일된 모델을 사용하여 추론을 실행합니다. 컴파일된 모델을 추론에 사용하려
면 model 객체를 만들 때 runtime=1을 설정하고 GPU({'GPU' : 1})를 선택해야 합니다.

출력 infer_results가 원시 추론 결과를 딕셔너리 객체로 반환합니다. 이때 infer_results[i]에 ith
출력 계층의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예: resnet-50)에 Softmax 출력 계층 하나만 
있으면 infer_results[0]은 크기가 N x 1이어서 레이블이 지정된 이미지 N개에 대해 각각 가능성을 제
공하는 Numpy 배열입니다.

건물AWS DeepLens 프로젝트 튜토리얼
이 섹션에서는 지원되는 기계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학습된 딥 러닝 모델을 사용하여AWS DeepLens 프로젝
트를 구축, 배포 및 테스트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end-to-end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주제
• TensorFlow-Trained 모델을 사용하여 머리 자세 감지 프로젝트 구축 및 실행 (p. 77)

TensorFlow-Trained 모델을 사용하여 머리 자세 감지 
프로젝트 구축 및 실행
이 튜토리얼에서는 머리 자세를 감지하는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실행하는 end-to-end 프로세
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머리 자세 감지 샘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1.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 아티팩트를 프로토버프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에서 TensorFlow 
SageMaker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컴퓨터 비전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AWS DeepLens

2. 비디오 카메라에서 비디오 피드에서 캡처한 프레임을 기반으로 머리 포즈를 추론하는 추론 Lambda 함수
를 생성하는 방법AWS DeepLens

3. SageMaker학습된 딥 러닝 모델과 추론 Lambda 함수를 포함하는AWS DeepLens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

4. 프로젝트를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배포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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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AWS 샘플 프로젝트 받기 GitHub (p. 78)
• Amazon S3에서 프로젝트 데이터 스토어 설정 (p. 80)
• 훈련을 위한 입력 데이터 준비하기 SageMaker (p. 81)
• 머리 자세 감지 모델을 학습시키세요 SageMaker (p. 82)
• 머리 자세를 감지하는 추론 Lambda 함수 생성 (p. 87)
• 헤드 포즈 디텍션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p. 93)

AWS 샘플 프로젝트 받기 GitHub
이 튜토리얼은 머리 자세 감지 샘플 프로젝트를 (p. 50) 기반으로 합니다. 원본 Head Pose Image Database
의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사용되는 전처리 스크립트를 포함한 샘플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는 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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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Pose_ResNet 50_Tutorial.IPYNB 파일은 모델 학습을 배우고 탐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노트북 템플릿
을 제공합니다. preprocessingDataset_py2.py 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학습용 입력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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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된 GitHub 프로젝트 파일을 로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 수 있습니다. 또는 GitHub 프로젝
트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복제하려면 터미널 창을 열고 지정된 작업 디렉터리에 다음 Git 명령을 
입력합니다.

git clone https://github.com/aws-samples/headpose-estimator-apache-mxnet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되거나 복제된 프로젝트 폴더는 입니다headpose-estimator-apache-mxnet-
master. 이 튜토리얼에서는 이 기본 폴더 이름을 프로젝트 폴더에 사용할 것입니다.

GitHub 프로젝트를 템플릿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S3에 프로젝트의 데이터 저장소를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빌
드할 (p. 80) 준비가 되었습니다.

Amazon S3에서 프로젝트 데이터 스토어 설정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델을 SageMaker 훈련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학습 작업에 필요한 입력과 
학습 작업에서 생성된 출력을 저장할 S3 버킷과 4개의 하위 폴더를 준비해야 합니다.

Amazon S3 버킷을 생성하고 이름을 지정합니다deeplens-sagemaker-models-<my-name>. <my-
name>플레이스홀더에 이름이나 ID를 입력하여 버킷 이름을 고유하게 만드세요. 이 버킷에는 머리 자세 감지
를 위한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보관할headpose 폴더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폴더 아래에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하위headpose 폴더를 만듭니다.

• deeplens-sagemaker-models-<my-name>/headpose/TFartifacts: 학습 출력, 즉 학습된 모델 
아티팩트를 저장합니다.

• deeplens-sagemaker-models-<my-name>/headpose/customTFcodes

• deeplens-sagemaker-models-<my-name>/headpose/datasets: 훈련 입력, 알려진 머리 포즈로 
사전 처리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 deeplens-sagemaker-models-<my-name>/headpose/testIMs

Amazon S3 콘솔을 사용하여 버킷과 폴더를 생성하십시오.

1. 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s3/home?region=us-east-1.
2. Amazon S3 버킷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Create Bucket (버킷 생성) 을 선택한 다음 버킷 이름을

입력하고deeplens-sagemaker-models-<my-name> 다른 옵션의 기본값을 사용하고 [Create] 를 선
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버킷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버킷을 선택합니다.

3. + 폴더 만들기를 선택하고 폴더 이름으로 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선택합니다.headpose
4. 방금 만든headpose 폴더를 선택한 다음 + 폴더 만들기를 선택하여 아래에headpose 네 개의 하위 폴

더 (이름TFartifacts,,customTFcodesdatasets,testIMs) 를 한 번에 하나씩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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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훈련을 위한 입력 데이터를 준비해야 SageMaker (p. 81) 합니다.

훈련을 위한 입력 데이터 준비하기 SageMaker
원본 머리 자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HeadPoseImageDatabase.tar.gz 파일) 는 일련의 틸트 및 팬 위치에 
있는 15명의 머리 포즈에 대한 이미지 세트 (.jpeg 파일) 와 레이블 (.txt 파일) 으로 구성됩니다. SageMaker 
학습 작업에 대한 입력으로 이러한 파일을 단일.pkl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훈련 데이터를 준비하려면 Github의 Head Pose 샘플 프로젝트에 (p. 78) 제공된 전처리 스크립트 
(preprocessingDataset_py2.py)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로컬 컴퓨터에서 실행하거나 Python 
Notebook 인스턴스를 통해 AWS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훈련 데이터를 로컬에
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예제에서는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the 
section called “머리 자세 감지 모델을 학습시키세요 SageMaker” (p. 82).

1. 터미널을 열고 헤드 포즈 샘플 프로젝트를 (p. 78) 다운로드한 디렉토리로 디렉토리를 변경합니다.
2. 다음 파이썬 (버전 2.7) 명령을 실행합니다

python preprocessingDataset_py2.py --num-data-aug 15 --aspect-ratio 1

이 발견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명령을 사용해 이 발견되지 않는 모듈을 설치합니다.c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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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m pip install opencv-python

그런 다음 전처리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합니다.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15~20시간이 걸립니다. 전처리 스크립트는 결과를 현재 작업 디렉터리의 
HeadPoseData _trn_test_x15_py2.pkl 파일로 출력합니다.

3. 사전 처리된 훈련 데이터 (HeadPoseData_trn_test_x15_py2.pkl) 파일을 Amazon S3deeplens-
sagemaker-models-<my-name>/headpose/datasets 폴더에 업로드합니다. Amazon S3 콘솔을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이 다음 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s3 cp HeadPoseData_trn_test_x15_py2.pkl s3://deeplens-sagemaker-models-<my-name>/
headpose/datasets 

Note

로컬에서 실행하는 대신 Python 2.7 (python2) 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ageMaker cv2 노트북 인
스턴스의 코드 셀을 통해 AWS 클라우드에서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고 다음과 같이 2단계와 3단계
에서 각각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python2 preprocessingDataset_py2.py --num-data-aug 15 --aspect-ratio 1

및

!aws s3 cp HeadPoseData_trn_test_x15_py2.pkl s3://deeplens-sagemaker-models-<my-
name>/headpose/datasets 

노트북 인스턴스는 충분히 강력한 EC2 인스턴스 (예:ml.p2.xlarge 유형) 에서 실행되어야 합니
다.

이제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고 S3에 저장했으므로 모델을 훈련할 (p. 82) 준비가 되었습니다.

머리 자세 감지 모델을 학습시키세요 SageMaker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아래 단계에 따라 SageMaker 콘솔을 사용하여 노트북을 만드세요. SageMaker

SageMaker 노트북 만들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sagemaker/home?region=us-east-1 에서 SageMaker 콘솔에 로그인
합니다.

2. 기본 탐색 창에서 노트북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3.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 페이지의 노트북 인스턴스 설정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노트북 인스턴스 이름에서 를 입력합니다TFHeadpose.
b. 다른 모든 옵션에 대한 기본값은 그대로 둡니다.
c. 노트북 인스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4. 노트북 인스턴스 상태가 InService로 바뀌면 TFHeadPose 노트북 인스턴스 옆에서 [Open] 을 선택합니
다.

5. 오른쪽 상단에서 업로드를 선택하여 노트북 인스턴스 및 기타 필요한 파일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6. 파일 선택기에서 이전에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한 headpose-estimator-apache-mxnet-master 프로젝트 

폴더의 HeadPost_SageMaker _PythonSDK 폴더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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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net_headpose.py: 이 스크립트는 함께 제공되는 resnet_model_headpose.py 파일에 지정된 입력 
데이터에 적용되는 딥러닝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훈련하기 위한 워크플로를 정의하는 스크
립트입니다.

• resnet_model_headpose.py: 이것은 머리 자세 감지를 위한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딥 러닝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규정하는 Python 스크립트입니다.

• tensorflow_resnet_headpost_for_deeplens.ipynb: 이것은 데이터 준비 및 변환을 포함하여
resnet_headpose.py 스크립트에 따라 교육을 관리하는 SageMaker 작업을 실행하는 노트북 인스턴스
입니다.

그런 다음 [Open] 을 선택합니다.

AWS 클라우드에서 전처리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는 경우 headpose-estimator-apache-mxnet-master 폴
더로 이동하여 preprocessingDataset_py2.py 를 선택한 다음 [Open] 을 선택합니다.

7. TFHeadPose 노트북의 파일 탭에서 새로 선택한 각 파일에 대해 업로드를 선택하여 노트북으로 파일 가
져오기를 완료합니다. 이제 모델 훈련 SageMaker 작업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8. tensorflow_resnet_headpose_for_deeplens.ipynb를 선택하여 별도의 브라우저 탭에서 노트북 인스턴스
를 엽니다. 노트북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작업을 실행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 아티팩트를 에서 지원
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단계별로 수행할 수AWS DeepLens 있습니다. SageMaker

9.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SageMaker 작업을 실행합니다. 구현은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별도의 코드 셀에 표시됩니다.

a. 환경 설정의 코드 셀에는 SageMaker 모델 학습 작업의 입력 및 출력을 위한 데이터 저장소를 구성
하는 Python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mport os
import sagemaker
from sagemaker import get_execution_role

s3_bucket = 'deeplens-sagemaker-models-<my-name>'
headpose_folder = 'headpose'

#Bucket location to save your custom code in tar.gz format.
custom_code_folder = 'customTFcodes'
custom_code_upload_location = 's3://{}/{}/{}'.format(s3_bucket, headpose_folder, 
 custom_code_folder)

#Bucket location where results of model training are saved.
model_artifacts_folder = 'TFartifacts'
model_artifacts_location = 's3://{}/{}/{}'.format(s3_bucket, headpose_folder, 
 model_artifacts_folder)

#IAM execution role that gives SageMaker access to resources in your AWS account.
#We can use the SageMaker Python SDK to get the role from our notebook 
 environment.  

role = get_execution_role()

S3 버킷과 폴더를 (p. 80)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하려면s3_bucket 변수에 S3 버킷 이름 
(예:deeplens-sagemaker-models-<my-name>) 을 할당합니다. 지정된 폴더 이름이 Amazon 
S3 버킷에 있는 것과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려면 노트북 인스턴스의 메뉴 표시줄에서 [Run]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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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gemaker.tensorflow를 사용하여 트레이닝 작업 만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nsorFlow 이 
발견되지 않는 코드 셀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스니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세이지메이커.텐서플로를 인스턴스화합니다. TensorFlow지정된 훈련 스크립트 및 프로세스 구
성이 있는 추정기 클래스 (estimator).

2. 지정된 데이터 저장소의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기로 모델 (estimator.fit(…))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코드 스니펫은 다음과 같습니다.

from sagemaker.tensorflow import TensorFlow

source_dir = os.path.join(os.getcwd())

# AWS DeepLens currently supports TensorFlow version 1.4 (as of August 24th 2018).  
estimator = TensorFlow(entry_point='resnet_headpose.py', 
                       framework_version = 1.4, 
                       source_dir=source_dir, 
                       role=role, 
                       training_steps=25000, evaluation_steps=700, 
                       train_instance_count=1,  
                       base_job_name='deeplens-TF-headpose', 
                       output_path=model_artifacts_location, 
                       code_location=custom_code_upload_location, 
                       train_instance_type='ml.p2.xlarge', 
                       train_max_run = 432000, 
                       train_volume_size=100)

# Head-pose dataset "HeadPoseData_trn_test_x15_py2.pkl" is in the following S3 
 folder.  
dataset_location = 's3://{}/{}/datasets'.format(s3_bucket, headpose_folder)

estimator.fit(dataset_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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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or객체를 만들려면 사용자 지정 TensorFlow 모델 학습 스크립트가 포함된 Python 
파일의 이름에 할당합니다.entry_point 이 자습서에서는 이 사용자 지정 코드 파일을 노
트북 인스턴스가 위치한 동일한 디렉터리에 업로드한 것입니다.resnet_headpose.py
의framework_version 경우 에서 지원하는 TensorFlow 버전을AWS DeepLens 지정하십시오.

train_instance_type의ml.p2.xlarge 경우 교육 작업 (estimator.fit(…)) 을 완료하는 
데 약 6.7시간의 청구 가능한 컴퓨팅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른train_instance_type 옵션을 실
험하여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거나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학습된 모델 아티팩트 (model.tar.gz) 가 S3 버킷에 출력됩니다.

s3://deeplens-sagemaker-models-<my-name>/headpose/TFartifacts/<training-job-name>/
output/model.tar.gz

<training-job-name>는<base_job_name>-<timestamp>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학습 코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예가<training-job-name> 될 수deeplens-TF-
headpose-2018-08-16-20-10-09-991 있습니다. 이 모델 아티팩트를 에서 지원하는 프로즌 
프로토버프 형식으로 변환해야AWS DeepLens 합니다.

c. 학습된 모델 아티팩트 (model.tar.gz) 를 프로즌 프로토버프 파일 (frozen.model.pb) 로 변환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i. 다음 코드를 실행하여 노트북의 코드 셀에서 Python (boto3) 용 AWS SDK를 사용하여 학습된 
모델 아티팩트를 S3 버킷에서 노트북으로 다운로드합니다.

import boto3
s3 = boto3.resource('s3')

#key = '{}/{}/{}/output/model.tar.gz'.format(headpose_folder, 
 model_artifacts_folder,estimator.latest_training_job.name)
key = '{}/{}/{}/output/model.tar.gz'.format(headpose_folder, 
 model_artifacts_folder, 'deeplens-TF-headpose-2018-08-16-20-10-09-991')

print(key)
s3.Bucket(s3_bucket).download_file(key,'model.tar.gz')

노트북의 코드 셀에서 다음 셸 명령을 실행하여 다운로드한 파일을 확인한 다음 출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ls

ii. 학습된 모델 아티팩트 (model.tar.gz) 를 압축 해제하려면 코드 셀에서 다음 셸 명령을 실행합니
다.

!tar -xvf model.tar.gz

이 명령으로 다음 출력이 생성됩니다.

export/
export/Servo/
export/Servo/1534474516/
export/Servo/1534474516/variables/
export/Servo/1534474516/variables/variables.data-00000-of-00001
export/Servo/1534474516/variables/variables.index
export/Servo/1534474516/saved_model.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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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디렉토리 경로는export/*/* 패턴의 경로입니다. 모델 아티팩트에서 프로즌 프로토버프 
파일을 만들려면 모델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디렉토리 경로를 가
져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iii. 모델 디렉터리를 가져와서 메모리에 캐시하려면 노트북 인스턴스의 코드 셀에서 다음 Python 
코드를 실행합니다.

import glob
model_dir = glob.glob('export/*/*')
# The model directory looks like 'export/Servo/{Assigned by Amazon SageMaker}'
print(model_dir)

출력은 입니다['export/Servo/1534474516'].

그래프를 고정하고 프로즌 프로토버프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iv. TensorFlow 그래프를 고정하고 고정된 프로토버프 형식으로 저장하려면 노트북 인스턴스의 

코드 셀에서 다음 Python 코드 스니펫을 실행합니다. 이 코드 스니펫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
다.

1. 그래프를 고정하기 위해convert_variables_to_constantstf.graph_util 모듈에
서 호출합니다.

2. remove_training_nodestf.graph_util모듈에서 호출하여 불필요한 노드를 모두 제
거합니다.

3. optimize_for_inferenceoptimize_for_inference_lib모듈에서 호출하여 추론을 
생성합니다graph_def.

4. 파일을 프로토버프로 직렬화하고 저장합니다.

import tensorflow as tf
from tensorflow.python.tools import optimize_for_inference_lib
def freeze_graph(model_dir, input_node_names, output_node_names): 
    """Extract the sub graph defined by the output nodes and convert  
    all its variables into constant  
    Args: 
        model_dir: the root folder containing the checkpoint state file, 
        input_node_names: a comma-separated string, containing the names of all 
 input nodes 
        output_node_names: a comma-separated string, containing the names of 
 all output nodes,  
                             
    """ 
     
    # We start a session using a temporary fresh Graph 
    with tf.Session(graph=tf.Graph()) as sess: 
        # We import the meta graph in the current default Graph 
        tf.saved_model.loader.load(sess, 
 [tf.saved_model.tag_constants.SERVING], model_dir) 

        # We use a built-in TF helper to export variables to constants 
        input_graph_def = tf.graph_util.convert_variables_to_constants( 
            sess, # The session is used to retrieve the weights 
            tf.get_default_graph().as_graph_def(), # The graph_def is used to 
 retrieve the nodes  
            output_node_names.split(",") # The output node names are used to 
 select the usefull nodes 
        )  

    # We generate the inference graph_def 
    input_node_names=['Const_1']    # an array of the input n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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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_graph_def = 
 optimize_for_inference_lib.optimize_for_inference(tf.graph_util.remove_training_nodes(input_graph_def), 
                                                                         
 input_node_names.split(","),  # an array of input nodes 
                                                                         
 output_node_names.split(","), # an array of output nodes 
                                                                         
 tf.float32.as_datatype_enum) 
    # Finally we serialize and dump the output graph_def to the filesystem 
    with tf.gfile.GFile('frozen_model.pb', "wb") as f: 
            f.write(output_graph_def.SerializeToString())

freeze_graph(model_dir[0], 'Const_1', 'softmax_tensor')

결과적으로 모델 아티팩트는 프로즌 프로토버프 포맷 (frozen_model.pb) 으로 변환되어 노
트북 인스턴스의 홈 디렉토리 (model_dir[0]) 에 저장됩니다.

위 코드에서는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Const_1' 즉 및 를 지정해야'softmax_tensor'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resnet_model_headpose.py 를 참조하십시오.

나중에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 고정된 그래프를 프로젝트에 추가해야 합
니다. 이를 위해 Amazon S3 폴더에 프로토버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자습서에
서는 S3에 있는 SageMaker 트레이딩 작업의 출력 폴더 (s3://deeplens-sagemaker-
models-<my-name>/headpose/TFartifacts/<sagemaker-job-name>/outpu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에서는 외부에서 학습된 모델로 간주됩니다AWS 
DeepLens.

d. 프로즌 그래프를 SageMaker 트레이닝 작업의 출력 폴더에 업로드하려면 실행 중인 노트북 인스턴
스의 코드 셀에서 다음 Python 코드 스니펫을 실행하세요.

data = open('frozen_model.pb', "rb")
#key = '{}/{}/{}/output/frozen_model.pb'.format(headpose_folder, 
 model_artifacts_folder,estimator.latest_training_job.name)
key = '{}/{}/{}/output/frozen_model.pb'.format(headpose_folder, 
 model_artifacts_folder, 'deeplens-TF-headpose-2018-08-16-20-10-09-991')
s3.Bucket(s3_bucket).put_object(Key=key, Body=data)

업로드되면 모델을AWS DeepLens 프로젝트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하는 Lambda 함수를 생성해야 (p. 87) 합니다.

머리 자세를 감지하는 추론 Lambda 함수 생성
머리 자세 감지를 위해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배포할AWS DeepLens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학습
된 모델을 기반으로 추론을 수행하는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추론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게시하려면 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되the section called “추론 Lambda 함수 
생성 및 게시” (p. 70), greengrassHelloWorld .py 파일의 코드를 Head Pose Detection Sample 프로젝트
에 (p. 50) 사용되는 다음과 비슷한 코드로 바꾸십시오.

""" This is a lambda function that demonstrates how one can use a deep learning network 
    (ResNet) to detect the person's head pose. We use a shaded rectangle to indicate 
    the region that the persons head is pointed towards. We also display a red ball 
    that moves with the person's head.
"""
from threading import Thread, Event
import os
import json
import numpy as np
import c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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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greengrasssdk
import awscam
import mo

class LocalDisplay(Thread): 
    """ Class for facilitating the local display of inference results 
        (as images). The class is designed to run on its own thread. In 
        particular the class dumps the inference results into a FIFO 
        located in the tmp directory (which lambda has access to). The 
        results can be rendered using mplayer by typing: 
        mplayer -demuxer lavf -lavfdopts format=mjpeg:probesize=32 /tmp/results.mjpeg 
    """ 
    def __init__(self, resolution): 
        """ resolution - Desired resolution of the project stream""" 
        # Initialize the base class, so that the object can run on its own 
        # thread. 
        super(LocalDisplay, self).__init__() 
        # List of valid resolutions 
        RESOLUTION = {'1080p' : (1920, 1080), '720p' : (1280, 720), '480p' : (858, 480)} 
        if resolution not in RESOLUTION: 
            raise Exception("Invalid resolution") 
        self.resolution = RESOLUTION[resolution] 
        # Initialize the default image to be a white canvas. Clients 
        # will update the image when ready. 
        self.frame = cv2.imencode('.jpg', 255*np.ones([640, 480, 3]))[1] 
        self.stop_request = Event() 

    def run(self): 
        """ Overridden method that continually dumps images to the desired 
            FIFO file. 
        """ 
        # Path to the FIFO file. The lambda only has permissions to the tmp 
        # directory. Pointing to a FIFO file in another directory 
        # will cause the lambda to crash. 
        result_path = '/tmp/results.mjpeg' 
        # Create the FIFO file if it doesn't exist. 
        if not os.path.exists(result_path): 
            os.mkfifo(result_path) 
        # This call will block until a consumer is available 
        with open(result_path, 'w') as fifo_file: 
            while not self.stop_request.isSet(): 
                try: 
                    # Write the data to the FIFO file. This call will block 
                    # meaning the code will come to a halt here until a consumer 
                    # is available. 
                    fifo_file.write(self.frame.tobytes()) 
                except IOError: 
                    continue 

    def set_frame_data(self, frame): 
        """ Method updates the image data. This currently encodes the 
            numpy array to jpg but can be modified to support other encodings. 
            frame - Numpy array containing the image data of the next frame 
                    in the project stream. 
        """ 
        ret, jpeg = cv2.imencode('.jpg', cv2.resize(frame, self.resolution)) 
        if not ret: 
            raise Exception('Failed to set frame data') 
        self.frame = jpeg 

    def join(self): 
        self.stop_request.set()

class HeadDetection(): 
    """ Custom class that helps us post process the data. In particular it draws 
        a ball that moves across the screen depending on the head 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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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also draws a rectangle indicating the region that the person's head is pointing 
        to. We divide the frame into 9 distinct regions. 
    """ 
    def __init__(self, circ_cent_x, circ_cent_y): 
        """ circ_cent_x - The x coordinate for the center of the frame 
            circ_cent_y - The y coordinate for the center of the frame 
        """ 
        self.result_thread = LocalDisplay('480p') 
        self.result_thread.start() 
        self.circ_cent_x = circ_cent_x 
        self.circ_cent_y = circ_cent_y 
        # Compute the maximum x and y coordinates. 
        self.x_max = 2 * circ_cent_x 
        self.y_max = 2 * circ_cent_y 
        # Number of quadrants to split the image into. 
        # This is model dependent. 
        self.quadrants = 9 

    def update_coords(self, frame, change_x, change_y, label): 
        """ Helper method that draws a rectangle in the region the person is looking at. 
            It also draws a red ball that changes its speed based on how long a person 
            has been looking at a particular direction. 
            frame - The frame where the ball and rectangle should be drawn 
            change_x - The amount to increment the x axis after drawing the red ball. 
            change_y - The amount to increment the y axis after drawing the red ball. 
            label - Label corresponding to the region that the person's head is looking at. 
        """ 
        # Set coordinates of the rectangle that will be drawn in the region that the 
        # person is looking at. 
        rect_margin = 10 
        rect_width = frame.shape[1] // 3 - rect_margin * 2 
        rect_height = frame.shape[0] // 3 - rect_margin * 2 
        # Set the draw options. 
        overlay = frame.copy() 
        font_color = (20, 165, 255) 
        line_type = 8 
        font_type = cv2.FONT_HERSHEY_DUPLEX 
        # Draw the rectangle with some text to indicate the region. 
        if label == 0: 
            cv2.putText(frame, "Down Right",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cv2.rectangle(overlay, 
                          (frame.shape[1] // 3 * 2 + rect_margin, 
                           frame.shape[0] // 3 * 2 + rect_margin), 
                          (frame.shape[1] // 3 * 2 + rect_width, 
                           frame.shape[0] // 3 * 2 + rect_height), 
                          (0, 255, 0), -1) 
        elif label == 1: 
            cv2.putText(frame, "Right",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cv2.rectangle(overlay, 
                          (frame.shape[1] // 3 * 2 + rect_margin, 
                           frame.shape[0] // 3 * 1 + rect_margin), 
                          (frame.shape[1] // 3 * 2 + rect_width, 
                           frame.shape[0] // 3 * 1 + rect_height), 
                          (0, 255, 0), -1) 
        elif label == 2: 
            cv2.putText(frame, "Up Right",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cv2.rectangle(overlay, 
                          (frame.shape[1] // 3 * 2 + rect_margin, rect_margin), 
                          (frame.shape[1] // 3 * 2 + rect_width, rect_height), 
                          (0, 255, 0), -1) 
        elif label == 3: 
            cv2.putText(frame, "Down",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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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2.rectangle(overlay, 
                          (frame.shape[1] // 3 * 1 + rect_margin, 
                           frame.shape[0] // 3 * 2 + rect_margin), 
                          (frame.shape[1] // 3 * 1 + rect_width, 
                           frame.shape[0] // 3 * 2 + rect_height), 
                          (0, 255, 0), -1) 
        elif label == 4: 
            cv2.putText(frame, "Middle",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cv2.rectangle(overlay, 
                          (frame.shape[1] // 3 * 1 + rect_margin, 
                           frame.shape[0] // 3 * 1 + rect_margin), 
                          (frame.shape[1] // 3 * 1 + rect_width, 
                           frame.shape[0] // 3 * 1 + rect_height), 
                          (0, 255, 0), -1) 
        elif label == 5: 
            cv2.putText(frame, "Up",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cv2.rectangle(overlay, 
                          (frame.shape[1] // 3 * 1 + rect_margin, rect_margin), 
                          (frame.shape[1] // 3 * 1 + rect_width, rect_height), 
                          (0, 255, 0), -1) 
        elif label == 6: 
            cv2.putText(frame, "Down Left",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cv2.rectangle(overlay, 
                          (rect_margin, frame.shape[0] // 3 * 2 + rect_margin), 
                          (rect_width, frame.shape[0] // 3 * 2 + rect_height), 
                          (0, 255, 0), -1) 
        elif label == 7: 
            cv2.putText(frame, "Left",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cv2.rectangle(overlay, 
                          (rect_margin, frame.shape[0] // 3 * 1 + rect_margin), 
                          (rect_width, frame.shape[0] // 3 * 1 + rect_height), 
                          (0, 255, 0), -1) 
        else: 
            cv2.putText(frame, "Up Left", (1024, 440 - 15), font_type, 3, font_color, 
 line_type) 
            cv2.rectangle(overlay, (rect_margin, rect_margin), 
                          (rect_width, rect_height), (0, 255, 0), -1) 
        # Set the opacity 
        alpha = 0.2 
        cv2.addWeighted(overlay, alpha, frame, 1 - alpha, 0, frame) 
        # Draw the red ball at the previous x-y position. 
        cv2.circle(frame, (self.circ_cent_x, self.circ_cent_y), 50, (0, 0, 255), -1) 
        # Update the balls x-y coordinates. 
        self.circ_cent_x += int(change_x) 
        self.circ_cent_y += int(change_y) 
        # Make sure the ball stays inside the image. 
        if self.circ_cent_x > self.x_max: 
            self.circ_cent_x = self.x_max 
        if self.circ_cent_x < 0: 
            self.circ_cent_x = 0 
        if self.circ_cent_y > self.y_max: 
            self.circ_cent_y = self.y_max 
        if self.circ_cent_y < 0: 
            self.circ_cent_y = 0 
        # Send the post processed frame to the FIFO file for display 
        self.result_thread.set_frame_data(frame) 

    def adjust_x_vel(self, velocity, pct_of_center): 
        """ Helper for computing  the next x coordinate. 
            velocity - x direction velocity. 
            pct_of_center - The percantage around the center of the image that 
            we should consider a dead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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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_vel = 0 
        if self.circ_cent_x < (1.0 - pct_of_center) * self.x_max/2: 
            x_vel = velocity 
        if self.circ_cent_x > (1.0 - pct_of_center) * self.x_max/2: 
            x_vel = -1 *velocity 
        return x_vel 

    def adjust_y_vel(self, velocity, pct_of_center): 
        """ Helper for computing  the next y coordinate. 
            velocity - y direction velocity. 
            pct_of_center - The percantage around the center of the image that 
            we should consider a dead zone. 
        """ 
        y_vel = 0 
        if self.circ_cent_y < (1.0 - pct_of_center) * self.y_max/2: 
            y_vel = velocity 
        if self.circ_cent_y > (1.0 - pct_of_center) * self.y_max/2: 
            y_vel = -1 * velocity 
        return y_vel 

    def send_data(self, frame, parsed_results): 
        """ Method that handles all post processing and sending the results to a FIFO file. 
            frame - The frame that will be post processed. 
            parsed_results - A dictionary containing the inference results. 
        """ 
        label = parsed_results[0]["label"] 
        # Use the probability to determine the velocity, scale it by 100 so that the ball 
        # moves across the screen at reasonable rate. 
        velocity = parsed_results[0]["prob"] * 100 
        pct_of_center = 0.05 

        if label == 0: 
            self.update_coords(frame, velocity, velocity, label) 
        elif label == 1: 
            self.update_coords(frame, velocity, 
                               self.adjust_y_vel(velocity, pct_of_center), label) 
        elif label == 2: 
            self.update_coords(frame, velocity, -1*velocity, label) 
        elif label == 3: 
            self.update_coords(frame, self.adjust_x_vel(velocity, pct_of_center), 
                               velocity, label) 
        elif label == 4: 
            self.update_coords(frame, self.adjust_x_vel(velocity, pct_of_center), 
                               self.adjust_y_vel(velocity, pct_of_center), 
                               label) 
        elif label == 5: 
            self.update_coords(frame, self.adjust_x_vel(velocity, pct_of_center), 
                               -1*velocity, label) 
        elif label == 6: 
            self.update_coords(frame, -1*velocity, velocity, label) 
        elif label == 7: 
            self.update_coords(frame, -1*velocity, self.adjust_y_vel(velocity, 
 pct_of_center), 
                               label) 
        elif label == 8: 
            self.update_coords(frame, -1*velocity, -1*velocity, label) 

    def get_results(self, parsed_results, output_map): 
        """ Method converts the user entered number of top inference 
            labels and associated probabilities to json format. 
            parsed_results - A dictionary containing the inference results. 
            output_map - A dictionary that maps the numerical labels returned 
            the inference engine to human readable labels. 
        """ 
        if self.quadrants <= 0 or self.quadrants > len(parsed_results): 
            return json.dumps({"Error" :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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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_result = parsed_results[0:self.quadrants] 
        cloud_output = {} 
        for obj in top_result: 
            cloud_output[output_map[obj['label']]] = obj['prob'] 
        return json.dumps(cloud_output)

def head_detection(): 
    """ This method serves as the main entry point of our lambda. 
    """ 
    # Creating a client to send messages via IoT MQTT to the cloud 
    client = greengrasssdk.client('iot-data') 
    # This is the topic where we will publish our messages too 
    iot_topic = '$aws/things/{}/infer'.format(os.environ['AWS_IOT_THING_NAME']) 
    try: 
        # define model prefix and the amount to down sample the image by. 
        input_height = 84 
        input_width = 84 
        model_name="frozen_model"  
        # Send message to IoT via MQTT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Optimizing model") 
        ret, model_path = mo.optimize(model_name, input_width, input_height, platform='tf') 
        # Send message to IoT via MQTT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Model optimization complete") 
        if ret is not 0: 
            raise Exception("Model optimization failed, error code: {}".format(ret)) 
        # Send message to IoT via MQTT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Loading model") 
        # Load the model into cl-dnn 
        model = awscam.Model(model_path, {"GPU": 1}) 
        # Send message to IoT via MQTT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Model loaded") 
        # We need to sample a frame so that we can determine where the center of 
        # the image is located. We assume that 
        # resolution is constant during the lifetime of the Lambda. 
        ret, sample_frame = awscam.getLastFrame() 
        if not ret: 
            raise Exception("Failed to get frame from the stream") 
        # Construct the custom helper object. This object just lets us handle 
 postprocessing 
        # in a managable way. 
        head_pose_detection = HeadDetection(sample_frame.shape[1]/2, 
 sample_frame.shape[0]/2) 
        # Dictionary that will allow us to convert the inference labels 
        # into a human a readable format. 
        output_map = ({0:'Bottom Right', 1:'Middle Right', 2:'Top Right', 3:'Bottom 
 Middle', 
                       4:'Middle Middle', 5:'Top Middle', 6:'Bottom Left', 7:'Middle Left', 
                       8:'Top Left'}) 
        # This model is a ResNet classifier, so our output will be classification. 
        model_type = "classification" 
        # Define a rectangular region where we expect the persons head to be. 
        crop_upper_left_y = 440 
        crop_height = 640 
        crop_upper_left_x = 1024 
        crop_width = 640 
        while True: 
            # Grab the latest frame off the mjpeg stream. 
            ret, frame = awscam.getLastFrame() 
            if not ret: 
                raise Exception("Failed to get frame from the stream") 
            # Mirror Image 
            frame = cv2.flip(frame, 1) 
            # Draw the rectangle around the area that we expect the persons head to be. 
            cv2.rectangle(frame, (crop_upper_left_x, crop_upper_left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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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p_upper_left_x + crop_width, crop_upper_left_y + 
 crop_height), 
                          (255, 40, 0), 4) 
            # Crop the the frame so that we can do inference on the area of the frame where 
            # expect the persons head to be. 
            frame_crop = frame[crop_upper_left_y:crop_upper_left_y + crop_height, 
                               crop_upper_left_x:crop_upper_left_x + crop_width] 
            # Down sample the image. 
            frame_resize = cv2.resize(frame_crop, (input_width, input_height)) 
            # Renormalize the image so that the color magnitudes are between 0 and 1 
            frame_resize = frame_resize.astype(np.float32)/255.0 
            # Run the down sampled image through the inference engine. 
            infer_output = model.doInference(frame_resize) 
            # Parse the results so that we get back a more manageble data structure. 
            parsed_results = model.parseResult(model_type, infer_output)[model_type] 
            # Post process the image and send it to the FIFO file 
            head_pose_detection.send_data(frame, parsed_results) 
            # Send the results to MQTT in JSON format.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head_pose_detection.get_results(parsed_results, 
 output_map)) 

    except Exception as ex: 
        msg = "Lambda has failure, error msg {}: ".format(ex)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msg)
# Entry point of the lambda function.
head_detection()

위의 Lambda 함수에 정의된LocalDisplay 클래스는 처리된 이미지를 전용 스레드에서 지정된 FIFO 파일
로 직렬화합니다. 이 파일은 추론 결과를 프로젝트 스트림으로 재생하는 소스 역할을 합니다.

이HeadDetection 클래스는 프로젝트 스트림의 로컬 디스플레이에서 감지된 머리 위치와 포즈를 호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파싱된 데이터의 후처리를 처리합니다.

이heade_detection 함수는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배포된 모델 아티팩트를 로드하는 것을 포함하여
AWS DeepLens 비디오 피드에서 캡처 프레임의 머리 포즈를 유추하는 전체 프로세스를 조정합니다. 모델을 
로드하려면 모델 아티팩트의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경로를 가져오려면mo.optimize 메서드를 호출
하고"frozen_model"model_name 입력값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 모델 이름은 Amazon S3에 업로드된 
모델 아티팩트의.pb 확장자를 제외한 파일 이름에 해당합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고 S3에 업로드하고 계정에 Lambda 함수를 생성했으면 이제 머리 자세 감지 프로젝트를 생
성하고 배포할 (p. 93) 준비가 되었습니다.

헤드 포즈 디텍션 프로젝트 생성 및 배포
AWS DeepLens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모델을 로 가져와야 합니다AWS DeepLens. SageMaker학습된 
원본 모델 아티팩트는 프로토버프 파일로 변환되므로 변환된 모델 아티팩트는 외부에서 학습된 것으로 취급
해야 합니다.

머리 자세 감지를 위해 SageMaker 학습된 사용자 지정 모델을 가져오려면

1. AWS DeepLens 콘솔로 이동합니다.
2. 기본 탐색 창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3. Import model(모델 가져오기)을 선택합니다.
4. 모델을 AWS로 가져오기 DeepLens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소스 가져오기에서 외부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b. 모델 설정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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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델 아티팩트 경로에 모델의 S3 URL (예:) 을 입력합니다s3://deeplens-sagemaker-
models-<my-name>/headpose/TFartifacts/<sagemaker-job-name>/output/
frozen_model.pb.

ii. 모델 이름에 모델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 my-headpose-detection-model.
iii. 모델 프레임워크에서 을 선택합니다TensorFlow.
iv. 설명 - 선택 사항에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려면 모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모델을 가져온 후 이제AWS DeepLens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가져온 모델과 게시된 추론 Lambda 함수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머리 자세 감지를 위한 사용자 지정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1. AWS DeepLens콘솔의 기본 탐색 창의 Projects를 선택합니다.
2.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새 빈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4. 프로젝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프로젝트 정보에서 프로젝트 이름 입력 필드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설명 - 선택
적 입력 필드에 프로젝트 설명을 입력합니다.

5. 프로젝트 콘텐츠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모델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전에 가져온 머리 자세 감지 모델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
택하고 모델 추가를 선택합니다.

b. 함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머리 자세 감지를 위해 게시된 Lambda 함수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함수 추가를 선택합니다.

함수를 여기에 표시하려면 에AWS Lambda 게시하고 Deeplens-접두사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러 버전의 함수를 게시한 경우 수정 버전의 함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6.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면 등록된AWS DeepLens 기기에 프로젝트를 배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
하기 전에 디바이스에서 활성 프로젝트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1. DAWS DeepLens L 콘솔의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머리 자세 감지를 위해 새로 만든 프로젝트를 선택합
니다.

2. 선택한 프로젝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Deploy to Device를 선택합니다.
3. 대상 장치 페이지에서 등록된 장치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검토를 선택합니다.
4. 검토 및 배포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세부 정보를 확인한 후 배포를 선택합니다.
5. 장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장치 상태 및 등록 상태를 검사하여 배포 상태를 검사합니다. 각각 온라인 상

태와 등록 상태인 경우 배포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져온 모델과 게시된 Lambda 함수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6.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배포되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프로젝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a. AWS IoTCore 콘솔에서 추론 Lambda 함수로 게시된 JSON 형식의 출력을 확인하십시오.
b.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에서 스트리밍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지침을 보려면the section called “브

라우저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비디오 스트림을 봅니다.” (p. 41).

이것으로 머리 자세 감지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튜토리얼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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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AWS DeepLensDevice

다음 주제에서는 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DeepLens에서 디바이스 및 액세스 장치 리소스AWS 
IoT GreengrassLambda function:

주제
• 안전하게 부팅AWS DeepLensDevice (p. 95)
• 내 업데이트AWS DeepLensDevice (p. 95)
• 사용자 등록 해제AWS DeepLensDevice (p. 96)
• 삭제 중AWS DeepLens리소스 (p. 97)
• 복원AWS DeepLens디바이스를 초기 기본 설정으로 설정 (p. 98)

안전하게 부팅AWS DeepLensDevice
보호를 위해AWS DeepLens악의적 인 공격으로부터 장치를 안전하게 부팅하도록 구성됩니다. 보안 부팅 설
정은 메인스트림 지원 버전을 포함하여 장치가 승인되지 않은 운영 체제를 로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격
자가 보안 부팅 설정을 우회하고 다른 운영 체제 또는 다른 버전을 로드하면 장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보
증이 무효화됩니다.

내 업데이트AWS DeepLensDevice
기기를 설정할 때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참조).AWS DeepLens 디바이스 설
정 (p. 27)). 자동 업데이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디바이스를 재부팅하기만 하면 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주기적으로 장치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Note

업데이트가 무한 루프에서 멈출 경우 디바이스의 Ubuntu 시스템 유틸리티인 Software & 
Updates(소프트웨어 및 업데이트)의 업데이트 탭에 있는 Install updates from(업데이트 설치 위치):
아래에서 Unsupported updates(지원되지 않는 업데이트) 옵션을 선택하여 켜십시오.

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AWS DeepLens디바이스의

1. 을 연결합니다.AWS DeepLens전원을 켜십시오.
2.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AWS DeepLens모니터에.
3. USB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자 Connect.AWS DeepLens.
4.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등록할 때 설정한 SSH 암호를 사용하여 장치에 로그인합니다.
5. 터미널을 시작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aws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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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reboot

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AWS DeepLensSSH 터미널 사용

1. 으로 이동합니다.AWS DeepLens콘솔을 선택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선택Devices기본 탐색 창에서
b. 디바이스 목록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c. 에서디바이스 세부 정보섹션, 선택한 로컬 IP 주소 복사AWS DeepLens디바이스.

2. 터미널을 시작하고 위 예제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다음 SSH 명령을 입력합니다 (192.168.1.36):

ssh aws_cam@192.168.1.36

3. 다음 명령을 각각 실행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awscam
sudo reboot

사용자 등록 해제AWS DeepLensDevice
등록 해제AWS DeepLens연결 해제AWS디바이스의 계정 및 자격 증명 기기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장치에 
저장된 사진이나 비디오를 삭제하십시오.

의 등록을 취소하려면AWS DeepLens

1. 열기AWS DeepLens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home?region=us-east-1#firstrun/.
2. 기본 탐색 창에서Devices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위치현재 프로젝트선택한 장치 페이지에서장치에서 현재 프로젝트 제거.

Important

장치에 로그온하도록 장치를 등록할 때 설정한 SSH 및 SSH 암호를 사용하여 장치에 저장된 
사진 또는 비디오를 삭제합니다. 사진이나 비디오가 저장된 폴더로 이동하여 삭제합니다.

4.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버튼을 선택합니다.예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5. 다음디바이스 설정, 선택등록 취소.
6.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버튼을 선택합니다.등록 취소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귀하AWS DeepLens이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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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p. 9)
•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연결 (p. 23)
• AWS DeepLens 디바이스 설정 (p. 27)
•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상태 확인 (p. 31)

삭제 중AWS DeepLens리소스
컴퓨터 비전 응용 프로그램을 빌드하고 배포 할 때AWS DeepLens장치, 저장AWS DeepLens디바이스 프로
파일, 배포된 프로젝트, 모델 등의 리소스AWS클라우드. 작업을 마치면AWS DeepLens프로젝트, AWS 콘솔
을 사용하여 모델, 프로젝트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AWS DeepLensCloudWatch Logs에서 로그. 등록된 장치 
프로필을 삭제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등록 해제AWS DeepLensDevice (p. 96).

주제
• 삭제AWS DeepLens을 사용하여 리소스AWS콘솔 (p. 97)

삭제AWS DeepLens을 사용하여 리소스AWS콘솔
주제

• AWS DeepLens 프로젝트 삭제 (p. 97)
• 삭제AWS DeepLens모델 (p. 97)
• 삭제AWS DeepLens디바이스 프로파일 (p. 97)
• 삭제AWS DeepLensCloudWatch Logs에서 로그 (p. 98)

AWS DeepLens 프로젝트 삭제
1. 열기AWS DeepLens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home?region=us-east-1#firstrun/.
2. 탐색 창에서 [] 를 선택합니다.프로젝트.
3. 온프로젝트페이지에서 삭제할 프로젝트 옆에 있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에서작업목록, 선택삭제.
5. 에서삭제#### ##대화 상자에서 선택삭제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삭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

다.

삭제AWS DeepLens모델
1. 열기AWS DeepLens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home?region=us-east-1#firstrun/.
2. 탐색 창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3. 온모델페이지에서 삭제할 모델 옆에 있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에서작업목록, 선택삭제.
5. 에서삭제## ##대화 상자에서 선택삭제을 사용하여 모델을 삭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삭제AWS DeepLens디바이스 프로파일
사용하지 않는 장치 프로필을 삭제하려면 장치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등록 해제AWS 
DeepLensDevice (p. 96)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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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AWS DeepLensCloudWatch Logs에서 로그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한 경우AWS IoT Greengrass실행 시 Amazon CloudWatch Logs 로그에서 생성된 사
용자 로그AWS DeepLens프로젝트에서 CloudWatch Logs 콘솔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로그를 선택합니다.
3. 온로그 그룹페이지에서 [] 옆에 있는 버튼을 선택합니다.AWS IoT Greengrass삭제하려는 사용자 로그입

니다. 로그는 다음으로 시작합니다./aws/greengrass/Lambda/....
4. 에서작업목록, 선택로그 그룹 삭제.
5. 에서로그 그룹 삭제대화 상자에서 선택예, 삭제을 사용하여 로그를 삭제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Note

프로젝트의 Lambda 함수가 다시 실행되면 삭제된 로그 그룹이 다시 생성됩니다.

복원AWS DeepLens디바이스를 초기 기본 설정으로 
설정

사용 후AWS DeepLens를 초기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Resetting (으)AWS DeepLens여러 단
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USB 드라이브를 두 부분으로 파티셔닝하고 첫 번째 파티션을 부팅 가능하게 만들어
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장 복원에 필요한 파일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일은 10GB보다 큽니다. 마
지막으로 두 번째 절차에서는 파티셔닝된 플래시 드라이브 및 해당 내용을 사용하여 파일을 복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DeepLens초기 기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 USB 드라이브를 두 부분으로 분할합니다. (p. 98)
• 파티션을 나눈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복원AWS DeepLens장치 (p. 104)

공장 초기화 수행 준비AWS DeepLens장치
Reset (사용자 재설정)AWS DeepLens디바이스의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하고 초기 기본 설정으로 돌아
갑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주제에서는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
고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사전 조건
시작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 USB 드라이브 1개, 16GB 이상
• DeepLens (v1.0) 또는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알아볼 내용AWS DeepLens버전, 참조the section called “디바이스 버전” (p. 1).
• 준비에 필요한 컴퓨터:

•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AWS DeepLens포인터, 키보드, 모니터, HDMI를 사용하여 카메라로 마이크로 
HDMI 케이블 및 USB 허브를 사용합니다.

•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AWS DeepLensSSH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i-Fi 
SSID 또는 암호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에 디바이스를 연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5)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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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USB 기반 카드 리더기와 함께 마이크로 SD를 사용할 수 있지만권장되지 않음. 뒷면의 카드 슬롯이 
있는 경우 초기 기본값 재설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AWS DeepLens장치가 사용 중입니다.

준비
초기 기본값 재설정을 수행하기 전에 이 단원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위 수준에서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다음 2개 파티션으로 포맷합니다.
• 첫 번째 파티션: 2GB의 FAT32
• 두 번째 파티션: 9GB 이상의 NTFS

•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부팅 가능하게 만들기:
• 필수 항목을 다운로드합니다.사용자 지정된 우분투 ISO 이미지1.0과 1.1 모두에 필요하며AWS 

DeepLens.
•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플래시 드라이브의 첫 번째 파티션을 부팅 가능한 디바이스로 전환합니

다.
• 초기 기본값 복원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 사용 중인 버전에 적합한 압축된 초기 기본값 복원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AWS DeepLens:
• AWS DeepLens v1.0
• AWS DeepLensv1.1.

• 패키지의 압축을 풀고 압축을 푼 파일을 USB 드라이브의 두 번째 파티션 (NTFS로 포맷) 에 넣습니다.

이 작업을 한 번만 수행하여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설정합니다. 그 후에 동일한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
여 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AWS DeepLens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USB 드라이브를 분할하고 포맷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컴퓨터에 따라 특정 작업은 운영 
체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르려면 를 설정해야 합니다.AWS DeepLens장치를 우분투 컴퓨터로 사용하고 두 개의 타
사 응용 프로그램 인 GParted 및 UnetBootin을 사용합니다. GParted는 파티션 편집 응용 프로그램이며 
unetBootin은 부팅 가능한 USB 드라이브를 만듭니다.

Ubuntu 운영 체제를 실행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 중인 경우 동일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Ubuntu 컴퓨터를 사용하여 USB 드라이브 분할 및 부팅 가능하도록 설정

1. Ubuntu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GParted를 설치해 시작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gparted
sudo gparted

2. GParted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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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Parted 콘솔에서/dev/sda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기존 파티션을 삭제합니다.
4. 그 다음 기존 파티션을 모두 삭제합니다.
5. FAT32 파티션을 생성하려면 파일 아이콘을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Free space preceding(이전의 여유 공간):1

New size(새 용량):2048

Free space following(이후의 여유 공간): 28551

Align to(다음 단위로 맞춤): MiB

Create as(다음으로 생성): Primary Partition

Partition name(파티션 이름):

File system(파일 시스템): fat32

Label(레이블): B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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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런 다음 선택합니다.Add.
7. NTFS 파티션을 생성하려면 파일 아이콘을 선택하고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Free space preceding(이전의 여유 공간): 0

새 용량:28551

Free space following(이후의 여유 공간): 0

Align to(다음 단위로 맞춤): MiB

Create as(다음으로 생성): Primary Partition

Partition name(파티션 이름):

File system(파일 시스템): nfts

Label(레이블): Flash

8. 그런 다음 선택합니다.Add.

USB 드라이브를 FATS32 및 NTFS 파티션에 성공적으로 파티셔닝하면 USB 드라이브 파티션이 GParted 콘
솔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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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UnetBootin을 사용하여 파티션을 나눈 USB 드라이브를 부팅 가능하게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UnetBootin을 사용하여 USB 드라이브를 부팅 가능하게 만들려면

1. 를 다운로드합니다.사용자 지정된 우분투 ISO 이미지.
2. Ubuntu 터미널 창을 엽니다.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Unetbootin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unetbootin
sudo unetbootin

4. UnetBoot 창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디스크이미지.
5. 그런 다음 선택합니다.ISO.
6. 그 다음 를 선택합니다. . . 파일 탐색기를 엽니다.
7. 그런 다음 이전에 다운로드한 사용자 지정된 Ubuntu ISO 파일을 선택합니다.
8. Type(유형)에서 USB Drive(USB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9. Drive(드라이브)에서 /dev/sda1을 선택합니다.
10. 그런 다음 선택합니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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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사용자 지정된 Ubuntu 이미지가 여기 표시된 이미지보다 최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Ubuntu 이미지의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이제 부팅 가능한 USB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기본값 복원 파일을 USB 드라이브의 
NTFS 파티션에 복사하려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Note

올바른 버전의 사용자 버전과 연결된 공장 복구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AWS DeepLens디바이
스.

초기 기본값 복원 파일을 USB 드라이브의 NTFS 파티션에 복사하려면

1. AWS DeepLens 버전에 적합한 압축된 초기 기본값 복원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 AWS DeepLens v1.0
• AWS DeepLens v1.1

2. 다운로드한 패키지 압축을 풉니다.

unzip your-file-name.zip

3. 압축이 풀린 다음 파일을 USB 드라이브의 NTFS 파티션에 복사합니다.

용AWS DeepLensv1.0

이미지 파일

• DeepLens_image_1.3.22.bin
• DeepLens_1.3.22.m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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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파일

• usb_flash

용AWS DeepLensv1.1

이미지 파일

• image_deepcam_19WW19.5tpm
• image_deepcam_19WW19.5_tpm.md5
• APL_1.0.15_19WW19.5_pcr_fuse.dat
• pubkey.der.aws

스크립트 파일

• usb_flash
• seal_and_luksChangeKey

이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두 개의 파티션으로 성공적으로 분할하고 필요한 파일을 
각 파티션에 추가해야 합니다.

파티션을 나눈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복원AWS 
DeepLens장치
지침에 따라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초기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아래 절차에서는 다음 단계
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가정합니다.the section called “공장 초기화 수행 준비AWS DeepLens장
치” (p. 98).

이 지침가 필요합니다연결할 수 있습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를 모니터와 키보드로 연결합니다.

Warning

이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AWS DeepLens장치가 지워집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초기 기본 설정으로 복원하려면

1. 준비된 USB 드라이브를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삽입하고 전원을 켭니다. ESC 키를 반복적으로 눌
러 BIOS로 전환합니다.

2. 모니터의 BIOS 창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파일에서 부팅.
3. 그런 다음 선택USB 볼륨.
4. 그런 다음 선택EFI.
5. 그런 다음 선택신병.
6. 그런 다음 선택부트X64.eFI.
7. 다음으로,AWS DeepLens디바이스 재설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전원 LED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하고 터미널 창이 팝업되어 진행 상황이 표시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용자 입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ote

오류가 발생하고 복구에 실패하면 1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세한 오류 메시지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생성된 result.log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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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원 LED 표시등이 깜박임을 멈추고 터미널이 닫히면 초기 기본값 재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그
러면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재부팅된 것입니다.

이제 디바이스가 복원됩니다. AWS DeepLens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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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 및 문제 해결AWS DeepLens프
로젝트

주제
• AWS DeepLens프로젝트 로그 (p. 106)
• AWS DeepLens 문제 해결 (p. 108)

AWS DeepLens프로젝트 로그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경우AWS DeepLens자동으로 구성AWS IoT Greengrass로그.AWS IoT Greengrass 
에 로그를 씁니다.Amazon CloudWatch Logs및 디바이스의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
가 실행 중일 때AWS DeepLens진단 메시지를 CloudWatch Logs 로그에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AWS IoT 
Greengrass로그 스트림 및 사용자AWS DeepLens디바이스를 로컬로파일 시스템 로그. CloudWatch Logs 
로그와 로컬 파일 시스템 로그로 전송된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단, crash.log 파일은 파일 시스템 로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에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AWS DeepLens (p. 106)
• 파일 시스템 로그AWS DeepLens (p. 107)

에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AWS DeepLens
에 CloudWatch Logs 로그 이벤트AWS DeepLens는 다음과 같은 로그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로그 그룹 목차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시스
템/서트매니저

인증서 관리를 위한 진단 로그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 시
스템/연결_매니저

Lambda 함수 구성을 포함한 디바이스 연결 관리를 위한 진단 로그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 시
스템/IP_검출기

IP 주소 감지를 위한 진단 로그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 시
스템/파이썬_런타임

Python 런타임과 관련된 진단 로그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라
우터

추론 결과가 다음에 전달될 때 생성되는 진단 로그AWS IoT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시스
템/런타임

과 관련된 진단 로그AWS IoT Greengrass런타임 (예: 메시지 큐 원격 
분석 전송 (MQTT) 이벤트 구독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스
펙터

로컬 섀도우와 관련된 진단 로그AWS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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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그룹 목차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시스
템/싱크매니저

장치에 대한 진단 로그AWS IoT주제 구독

AWS/그린그래스/그린그래스시스
템/TES

Lambda 함수 호출을 위한 IAM 자격 증명 프로비저닝과 관련된 진단 
로그

AWS/그린그래스/람다/##_##_## 지정된 Lambda 추론 함수에 의해 보고된 진단 로그AWS DeepLens프
로젝트

액세스 역할 및 권한 요구 사항 및 제한 사항을 비롯하여 CloudWatch Logs Log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
을 참조하세요.CloudWatch Logs(CloudWatch 로그)의AWS IoT Greengrass개발자 안내서.

파일 시스템 로그AWS DeepLens
AWS IoT Greengrass의 LogsAWS DeepLens또한 사용자의 로컬 파일 시스템에도 저장됩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 로컬 파일 시스템 로그에는 CloudWatch 로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충돌 로그가 포함됩니
다.

로컬 파일 시스템 로그는 다음 디렉터리에 있습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

로그 디렉터리 설명

/opt/awscam/greengrass/
ggc/var/log

에 대한 최상위 디렉터리AWS IoT Greengrass의 로그AWS 
DeepLens. 충돌 로그는 이 디렉토리의 crash.log 파일에 있습니다.

/opt/awscam/greengrass/
ggc/var/log/system

다음을 포함하는 하위 디렉토리입니다.AWS IoT Greengrass시스템 
구성 요소 로그.

/opt/awscam/greengrass/
ggc/var/log/user

사용자 정의 Lambda 추론 함수에 대한 로그를 포함하는 하위 디렉토
리입니다.

에 대한 자세한 내용AWS IoT Greengrass파일 시스템 로그AWS DeepLens액세스 요구 사항을 비롯하여파
일 시스템 로그의AWS IoT Greengrass개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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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문제 해결
다음 지침에 따라 AWS DeepLens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제
•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p. 108)
• 디바이스 등록 문제 해결  (p. 113)
•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모델 배포 문제 해결 (p. 119)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다음 문제 해결 팁은 AWS DeepLens 소프트웨어에 발생할 수 잇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처리 방법import error – undefined symbol? (p. 108)
• 사용 중인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08)
• awscam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09)
•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한 후 Wi-Fi 핫스팟은 다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09)
• 성공적으로 배포된 Lambda 추론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0)
• awscam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0)
• awscam 소프트웨어 패키지 종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1)
• 디바이스에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2)
• 디바이스 업데이트 중 지원되지 않는 아키텍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p. 112)

처리 방법import error – undefined symbol?
사용자 지정 작성 시AWS Lambda추론 함수 (가져온 경우)awscam모듈 이전cv2module에서 다음과 같은 오
류가 표시됩니다.

File "my_lambda_detector.py", line 5, in
import awscam
File "/usr/lib/python2.7/dist-packages/awscam/__init__.py", line 1, in
from .model import *
File "/usr/lib/python2.7/dist-packages/awscam/model.py", line 14, in
from awscamdldt import getLastFrame
ImportError: /opt/awscam/intel/deeplearning_deploymenttoolkit/deployment_tools/
inference_engine/lib/intel64/
libinference_engine.so: undefined symbol:
_ZN3tbb10interface78internal15task_arena_base24internal_max_concurrencyEPKNS0_10task_arenaE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import 문에서 가져온 모듈의 순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를 가져오고 있는지 확인
합니다.awscam모듈 이전cv2모듈.

사용 중인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awscam이라는 이름의 Debian 패키지입니다. 사용하는
awscam의 버전을 확인하려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AWS DeepLens 콘솔 또는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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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려면

1. AWS DeepLens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디바이스(Devices)를 선택합니다.
3. Devices(디바이스) 목록에서 등록된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4. 디바이스 버전을 기록해 둡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터미널을 사용하려면

1. 마이크로 HDMI 케이블, 마우스 및 키보드를 사용하는 모니터에 디바이스를 연결하거나 ssh 명령을 사
용하여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2. 디바이스의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dpkg -l awscam

3. 버전 열에서 버전 번호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에서 설치된 awscam 버전은 1.2.3입니다.

Desired=Unknown/Install/Remove/Purge/Hold
| Status=Not/Inst/Conf-files/Unpacked/halF-conf/Half-inst/trig-aWait/Trig-pend
|/ Err?=(none)/Reinst-required (Status,Err: uppercase=bad)
||/ Name           Version     Architecture    Description
+++-==============-===========-===============-===============
ii  awscam         1.2.3      amd64           awscam

awscam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합니까?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터미널을 사용하여 awscam의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awscam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려면

1.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2. 디바이스에서 터미널을 엽니다.
3.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cache policy awscam

다음 예는 출력 예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 1.2.3은 디바이스에 있는 awscam의 최신 버전입니다.

awscam | 1.2.3 | https://awsdeep-update.us-east-1.amazonaws.com awscam/main amd64 Packages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한 후 Wi-Fi 핫스팟은 다시 활성화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디바이스에서 Wi-Fi 연결이 끊어지고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해도 Wi-Fi 핫스팟을 다시 활성화할 수 없는 경우 
Ubuntu의 Linux 커널 업그레이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커널을 롤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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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에서 Linux 커널을 롤백하려면

1. 디바이스에서 터미널을 엽니다.
2.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ifconfig

3. 명령의 출력을 검사합니다. 출력에 localhos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만 나열되는 경우 디바이스를 껐다
가 다시 켜서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4. 그래도 Wi-Fi에 액세스할 수 없으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설치된 Linux 커널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uname -r

5. 커널 버전이 4.13.x-xx인 경우 Ubuntu의 커널 업그레이드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영령을 사용하여 커널을 롤백합니다. x-xx를 사용 중인 버전 번호로 바꿉니다.

sudo apt remove linux-image-4.13.x-xx-generic linux-headers-4.13.x-xx-generic
sudo reboot

디바이스가 다시 시작된 후 커널 번호는 4.10.17+ 또는 4.13.x-xx-deeplens여야 합니다.

awscam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1.2.0 이하인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배포된 Lambda 추론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2018년 1월 10일 이전에 추론 함수를 에 성공적으로 배포했지만 Lambda 함수가 추론을 수행하기 위해 호출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Linux 커널 버전이 4.13.0-26인 경우 Ubuntu의 Linux 커널 업그레이드 영향을 받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 중인 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 (p. 108)의 절차에 따라 Linux 커널을 Ubuntu 4.10.17+로 롤백합니다.

awscam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디바이스를 설정할 때 자동 업데이트를 활성화한 경우 AWS DeepLens는 디바이스를 켤 때마다 awscam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오래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
하고 시스템이 실행된 후 몇 분 동안 기다립니다.

다음 조건에서는 업데이트가 배포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1: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Ubuntu 시스템이 업데이트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시 awscam
자동 업데이트가 차단됩니다. Ubuntu 업데이트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려면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
니다.

sudo lsof /var/lib/dpkg/lock

출력이 다음과 비슷한 경우 동시 Ubuntu 업데이트가 실행 중입니다.

COMMAND   PID  USER FD  TYPE DEVICE SIZE/OFF NODE NAME
unattende 2638 root 4uW REG  179,2  0        21   /var/lib/dpkg/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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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Ubuntu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치된 awscam 버전이 1.1.11 이전인 경우 
Ubuntu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wscam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시
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시나리오 2: 시스템 다시 시작 또는 기타 이벤트로 인해 awscam 설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wscam이 일부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패키지 버전을 확인합니다.

dpkg -l awscam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비슷한 출력이 표시됩니다.

Desired=Unknown/Install/Remove/Purge/Hold
| Status=Not/Inst/Conf-files/Unpacked/halF-conf/Half-inst/trig-aWait/Trig-pend
|/ Err?=(none)/Reinst-required (Status,Err: uppercase=bad)
||/ Name           Version     Architecture   Description
+++-==============-===========-==============-===============
iF  awscam         1.1.10      amd64          awscam

iF 상태로 인해 awscam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dpkg --configure -a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하여 awscam의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및 2에 대한 제안을 시도한 경우awscam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명령을 실

행하여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시작합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install awscam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립니다. 업그레이드 진행 중에 AWS DeepLens에서 오류가 보
고되는 경우 awscam 소프트웨어 패키지 종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cam 소프트웨어 패키지 종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합니까?
디바이스에서 awscam을 업그레이드할 때 일치하지 않는 종속성에 대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 메시지의 예는 다음 출력에 표시됩니다.

Reading package lists... Done
Building dependency tree
Reading state information... Done
You might want to run 'apt-get -f install' to correct these.
The following packages have unmet dependencies:
pulseaudio : Depends: libpulse0 (= 1:8.0-0ubuntu3.3) but 1:8.0-0ubuntu3.4 is
installed
pulseaudio-module-bluetooth : Depends: pulseaudio (= 1:8.0-0ubuntu3.4)
pulseaudio-module-x11 : Depends: pulseaudio (= 1:8.0-0ubuntu3.4)
E: Unmet dependencies. Try using -f.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려면 디바이스의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apt-get -f 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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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지속되거나 다음과 비슷한 다른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설치를 강제 실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rrors were encountered while processing:
/var/cache/apt/archives/pulseaudio_1%3a8.0-0ubuntu3.4_amd64.deb
E: Sub-process /usr/bin/dpkg returned an error code (1)

설치를 강제 실행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dpkg --configure -a
sudo dpkg -i --force-overwrite /var/cache/apt/archives/
pulseaudio_1%3a8.0-0ubuntu3.4_amd64.deb

Linux 커널 버전 4.13-32를 사용하는 경우 이전 명령에서 펄스 오디오 패키지의 경로를 /var/cache/apt/
archives/pulseaudio_1%3a8.0-0ubuntu3.7_amd64.deb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의 출력을 검사하여 패키지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udo apt-get -f install

여러 패키지에 Errors were encountered while processing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각 패키지에
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dpkg -i --force-overwrite

강제 실행한 설치가 완료된 후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sudo apt-get upgrade

디바이스에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ssh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연결할 때 245 packages can be updated 및 145 updates are 
security updates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업그레이드는 디바이스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안이 우려되는 경우 다
음 명령을 사용하여 보안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sudo apt-get update
sudo apt-get upgrade

모든 패키지를 한 번에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apt-get dist-upgrade

unmet dependencies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awscam 소프트웨어 패키지 종속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합니까? (p. 111)의 지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합니다.

디바이스 업데이트 중 지원되지 않는 아키텍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udo apt-get update 명령을 실행할 때 The https://awsdeepupdate.us-
east-1.amazonaws.com packages repository is not set to public (acces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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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ing error: "doesn't support architecture i386"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이 메시
지를 안전하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awscam 패키지는 x86_64 아키텍처에만 지원됩니다.

디바이스 등록 문제 해결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AWS DeepLens 디바이스 인식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제
•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등록하려는 시도가 무한 루프로 전환되어 완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p. 113)
• 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가 있음n't감지에드등록 중 (p. 113)
• AWS DeepLens v1.1 디바이스에서 최초 업데이트하는 방법  (p. 114)
• 디바이스 등록을 완료하거나 디바이스 설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디바이스를 설정 모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5)
• Wi-Fi SSID 또는 암호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에 디바이스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5)
• 사용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 선택해야 하는 IAM 역할은 무엇입니까? (p. 116)
• Mac El Capitan 이하에서 Chrome 브라우저로 프로젝트 결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6)
• 불완전한 인증서(.zip) 파일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7)
• 잘못 업로드한 인증서 파일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7)
• 디바이스, 프로젝트 또는 모델의 최대 사용자 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 (p. 117)
•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취소 실패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8)
•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등록 실패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8)
• 디바이스의 로컬 IP 주소(192.168.0.1)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디바이스 설정 페이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8)
• 디바이스 Wi-Fi 표시기가 깜박이는 경우 또는 컴퓨터를 디바이스에 연결한 후 컴퓨터에 디바이스의 Wi-

Fi 네트워크가 표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9)
• 실패한 디바이스 Wi-Fi 재설정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19)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등록하려는 시도가 
무한 루프로 전환되어 완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등록할 때 Register device(디바이스 등록)을 선택한 후 등록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AWS DeepLens 콘솔에 대해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

• Windows 7의 Internet Explorer 11

내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가 있음n't감지에드
등록 중
등록할 때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컴퓨터수도 있습니다연결 후 장치를 감지하지 못함
그것을USB 케이블을 사용해 컴퓨터로 연결합니다. 이막다s 완료 중입니다등록.

디바이스를 감지할 수 있으려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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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 를 통해 컴퓨터가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기재USB 포트바닥.
• 컴퓨터는 다음과 같습니다.n't이더넷 및 VPN 네트워크에 연결됨.
• 방화벽은 다음과 같습니다.n't차단AWS DeepLens네트워크 연결.
• 크롬, 파이어폭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또는 사파리 및설치최신운영 체제업데이트.

다음의 경우,당신의컴퓨터가 여전히 감지되지 않습니다.장치, 연결 해제USB 케이블...에서디바이스의 등록 
USB 포트,다시 연결하고a를 기다립니다.몇 가지분s.

그래도 작동하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서비스 순서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서비스 주문양철통등록 중에 장치가 감지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USB-C 인터페이스가 컴퓨터의 표
준 USB 인터페이스보다 우선 순위가 높으면 컴퓨터할 수 있었다기본 설정그USB-C포트연결된 USB 장치를 
스캔합니다. 결과적으로 y우리의AWS DeepLens디바이스가 될 것입니다.보이지 않는를 컴퓨터로 연결하려
면. 이 경우,네트워크 유형 우선 순위를 다시 지정합니다. 그렇게 하려면만나다 Mac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
결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또는네트워크 어댑터의 우선 순위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Windows 10.

AWS DeepLens v1.1 디바이스에서 최초 업데이트하는 방법
2020년 3월 28일 이전에 배송된 AWS DeepLens 2019(v1.1) 디바이스가 있고 소프트웨어 버전 v1.4.5를 실
행하지 않는다면, 1회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디바이스를 재설정하기 위한 작은 페이퍼클립이나 핀
• AWS DeepLens 2019(v1.1) 디바이스 및 전원 공급 장치

최초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2. AWS DeepLens 디바이스 뒤에서 페이퍼클립이나 핀을 재설정 핀홀로 삽입합니다. 딸깍하는 소리가 들

린 후 Wi-Fi 표시기(중간 표시등)가 깜박이는 동안 약 20초 가량 기다립니다.

Wi-Fi 표시등이 깜박이면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가 된 것입니다.
3. 에 로그인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에 대한AWS DeepLens...에서https:// 

console.aws.amazon.com/deeplens/.
4. AWS DeepLens 콘솔에서 Register device(디바이스 등록)를 선택합니다.
5. HW v1을 선택합니다.

Warning

디바이스가 v1.1인 경우에도 HW v1을 선택해야 합니다.
6. AWS DeepLens 디바이스 이름을 제공하고, 인증서 다운로드를 선택해 인증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합

니다.
7. 인증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인증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합니다.
8. 화면 상의 지시에 따라 AWS DeepLens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등록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9.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업데이트를 사용자의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디바이스 세

부 정보 페이지 내 알림을 보게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Note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1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0.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디바이스를 재시작합니다. 디바이스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v1.4.5로 업데이

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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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디바이스가 v1.4.5로 업데이트되면 향후 업데이트를 위해 USB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디바이스 등록을 완료하거나 디바이스 설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디바이스를 설정 모드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에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 SSID가 보이지 않고 디바이스의 Wi-Fi 
표시기(가운데 LED 표시등)가 깜박이지 않으면 디바이스를 설정하고 등록을 완료하도록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디바이스 앞면에서 Wi-Fi 표시기(가운데 LED 표시기)가 깜박이면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인 것입니다. 디바이
스 등록을 시작하면 디바이스를 켠 후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로 부팅됩니다. 설정 모드인 경우에만 컴퓨터의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 목록에 디바이스의 Wi-Fi(AMDC-NNNN) 네트워크가 표시됩니다. 30분이 지나면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를 종료하고 Wi-Fi 표시기가 깜박임을 멈추고 계속 켜져 있습니다.

컴퓨터를 디바이스에 연결하거나, 등록을 완료하거나 디바이스 설정을 업데이트하도록 디바이스를 구성하
거나, 배포된 프로젝트의 출력을 보려면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여야 합니다. 할당된 시간 내에 설정을 마치지 
못하면 디바이스를 다시 설정 모드로 재설정한 다음 컴퓨터를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한 후 웹 브라우저에서 http://deeplens.config로 이동해 
디바이스 구성 페이지를 열고 디바이스 설정을 완료합니다.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
에 http://deeplens.amazon.net을 입력해 구성 페이지를 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은 the section called “디바이스에 연결” (p. 23)을 
참조하십시오.

Wi-Fi SSID 또는 암호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에 디바이스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
니까?
홈 또는 사무실 네트워크 Wi-Fi 이름 (SSID) 또는 암호에 특수 문자 (작은따옴표, 역슬래시 또는 공백 포
함) 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디바이스를 연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 구성 페이지
에서 디바이스를 설정할 때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에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http://
deeplens.amazon.net또는http://deeplens.config).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 단계에 따라 SSH 명령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로그인한 다음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에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Wi-Fi SSID 및 암호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에 DeepLens 
디바이스를 연결하려면

1.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a. DeepLens 전원을 켜고 앞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 디바이스를 켭니다. 디바이스가 이미 켜진 경
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b. 디바이스 앞면의 WiFi 표시기가 깜박이기 시작하면 디바이스가 설정 모드로 전환될 때까지 기다립
니다. 이전 단계를 건너뛴 경우 디바이스 뒷면에 있는 재설정 핀홀을 종이 클립으로 누른 다음 딸깍
하는 느낌이 나면 디바이스를 설정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Wi-Fi 표시기가 깜박일 때
까지 20초 동안 기다립니다.

c.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에서 디바이스 Wi-Fi 네트워크 SSID(AMDC-NNNN 형식)를 선택하여 디바
이스의 Wi-Fi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한 다음 네트워크 암호를 입력합니다. SSID와 암호는 디바
이스 하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Windows 컴퓨터에서 를 선택합니다.대신 보안 키를 사용하여 연
결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라우터 레이블에서 PIN을 입력하십시오 (일반적으로 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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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Fi 연결이 설정되면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표시줄에 http://
deeplens.amazon.net/#deviceAccess를 입력합니다.

3. 에서디바이스 액세스 구성페이지, 선택활성화아래에SSH 서버. 아직 디바이스 암호를 생성하지 않은 경
우 생성합니다.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Important

Save(저장)를 선택한 후에는 Finish(완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디바이스에서 
연결이 끊기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완료를 선택한 경우 위의 1~3단계에 따르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디바이스의 Wi-Fi 네트
워크로 되돌아 갑니다.

4. 컴퓨터가 디바이스 (AMDC-NNNN) 네트워크 Wi-Fi 연결에 연결되어 있으면 컴퓨터에서 터미널을 열고 다
음 SSH 명령을 실행하여 디바이스에 로그인합니다.

ssh aws_cam@deeplens.amazon.net

디바이스 암호를 입력합니다.

Note

Windows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서 PuTTY 또는 유사한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SH 명령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5. 로그인한 후에는 터미널에서 다음 shell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nmcli device wifi con '<wifi_ssid>' password '<wifi_password>' ifname mlan0

Wi-Fi 연결에 대한 SSID 및 암호로 <wifi_ssid> 및 <wifi_password>를 각각 대체합니다.

SSID 및 암호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SSID 또는 암호에 작은 따옴표가 포함되어 있으면 백슬
래시(\)를 접두사로 추가하고 작은 따옴표 쌍으로 둘러싸 각 인스턴스를 이스케이프합니다. 예를 들어,
Jane's Home Network처럼 원래 <wifi_ssid>에 작은따옴표가 나타나는 경우 이스케이프된 버전
은 Jane'\''s Home Network입니다.

명령을 실행한 후에는 아무 공개 웹사이트나 ping하여하여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6. 웹 브라우저에서 http://deeplens.amazon.net 또는 http://deeplens.config로 이동하여 디
바이스 설정의 3.b단계 (p. 27)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디바이스를 계속해서 설정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버전 1.3.10 이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면 AWS 
DeepLens 콘솔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가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항목이 없는 경우 선택해야 하는 IAM 역할은 무엇입
니까?
를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등록할 때 필요한 IAM 역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AWS DeepLens콘솔의 첫 번째 
경우 버튼을 한 번 클릭하여 역할을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Mac El Capitan 이하에서 Chrome 브라우저로 프로젝트 결과를 보
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Mac 컴퓨터(El Capitan 이하)에서 Chrome 사용 중 키 체인으로 스트리밍 인증서를 업로드하려면 암호를 입
력해야 합니다. Chrome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에서 스트리밍된 프로젝트 출력을 보려면 먼저, 디바이스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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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DeepLens의 암호를 인증서와 연결한 다음 해당 암호를 사용하여 키 체인에 스트리
밍 인증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다음 절차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Mac El Capitan 이하에서 Chrome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출력을 볼 수 있도록 디바이스에서
DeepLens 암호를 설정하려면

1.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스트리밍 인증서에 대한 DeepLens 암호를 설정합니다.

a. SSH 또는 uHDMI 연결을 사용하여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b. 디바이스 터미널에서 $wget https://s3.amazonaws.com/cert-fix/cert_fix.zip을 입

력합니다.
c. $unzip cert_fix.zip을 입력하여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d. $cd cert_fix를 입력하여 압축을 푼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e. $sudo bash install.s를 입력하여 업데이트를 설치합니다.
f.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2. 디바이스가 시작되면 프로젝트 출력을 볼 수 있도록 스트리밍 인증서를 Mac(El Capitan 또는 이전 버전)
으로 업로드합니다.

a. 연결 (p. 23)컴퓨터를 장치에 Wi-Fi (AMDC-NNNN) 네트워크
b. deeplens.config URL을 사용하여 브라우저에서 디바이스 설정 페이지를 엽니다.
c. Enable streaming certificates(스트리밍 인증서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브라우저 지침은 무시하십시

오.
d. Download streaming certificates(스트리밍 인증서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합니다.
e. 인증서를 다운로드한 후 다운로드한 인증서의 이름을download에서 my_device.p12 또는

some_other_unique_string.p12로 바꿉니다.
f. 인증서를 두 번 클릭하여 키 체인으로 인증서를 업로드합니다.
g. 키 체인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DeepLens를 입력합니다.
h. 디바이스에서 스트리밍된 프로젝트 출력을 보려면 Mac 컴퓨터에서 Chrome을 열고 디바이스의 비

디오 서버 웹 페이지(https://your_device_ip:4000)로 이동하거나 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여 페이지를 엽니다.

키 체인에서 스트리밍 인증서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키 체인은 위의 2.f단계에
서 업로드한 스트리밍 인증서를 client cert로 참조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여러 키 체인 항목과 
구분하려면 스트리밍 인증서를 선택할 때 만료 날짜 및 확인 날짜를 사용합니다.

i. 보안 예외를 추가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고 계속
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브라우저에서 해당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불완전한 인증서(.zip) 파일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증서 .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Finish(완료) 버튼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완전해 사용할 수 없는 인증서 파일
이 생성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운로드된 zip 파일을 삭제하고 디바이스를 다시 등록합니다.

잘못 업로드한 인증서 파일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인증서(.zip) 파일을 실수로 업로드한 경우 올바른 인증서(.zip) 파일을 업로드해 잘못된 인증서 파일
을 덮어 씁니다.

디바이스, 프로젝트 또는 모델의 최대 사용자 한도 초과 문제를 해
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 항목을 추가하기 전에 디바이스 등록을 취소하거나 프로젝트를 삭제하거나 모델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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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취소 실패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합니까?
등록 취소를 중지하고 디바이스를 다시 등록합니다.

등록 취소를 중지하고 AWS DeepLens 디바이스를 다시 등록하려면

1. 작은 종이 클립을 디바이스 뒷면의 재설정 핀홀에 삽입하여 디바이스를 설정 모드로 되돌립니다.
2. 디바이스를 새 디바이스 이름으로 다시 등록합니다.
3. 새 인증서를 업로드하여 기존 인증서를 바꿉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등록 실패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한이 잘못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디바이스 등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에 올바른 IAM 역할 및 권한이 설
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AWS사용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하는 경우AWS DeepLens콘솔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이미 생
성해야 합니다.AWS IoT Greengrass이 역할을AWS Greengrass 그린그래스의 IAM 역할옵션. 등록이 실패할 
경우 올바른 역할을 생성하고 지정했는지 확인한 다음 디바이스를 다시 등록합니다.

에 대한 기존 Lambda 역할 지정에 대한 IAM 역할AWSLambda또한 역할 이름이 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등
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AWSDeepLens. 이름이 로 시작하지 않는 역할 지정AWSDeepLens는 Lambda 함수 
배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역할을 올바르게 설정하려면 AWS DeepLens 디바이스 등록 (p. 9) 단원의 지침을 따르고 각 역할에 대한 
AWS DeepLens 콘솔 팁을 확인합니다.

디바이스의 로컬 IP 주소(192.168.0.1)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디
바이스 설정 페이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WS DeepLens 디바이스가 소프트웨어(awscam) 버전 1.3.6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컴퓨터의 브라
우저 창에서 http://deeplens.amazon.net(디바이스를 처음 등록하는 경우) 또는 http://
deeplens.config로 이동하여 디바이스 설정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디바이스(AMDC-nnnn)
의 Wi-Fi 네트워크에 연결 (p. 23)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바이스에서 이전 버전의 awscam 패키지가 실행 중인 경우 디바이스의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sudo apt update
sudo apt install awscam

awscam 패키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려는 경우 AWS DeepLens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패키
지가 1.2.4 이전이면 http://192.168.0.1로 이동하여 디바이스 설정 페이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1.2.4 이상이면 http://10.105.168.217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가 1.2.4 이전이고 홈 또는 사무실 Wi-Fi 네트워크 라우터가 기본 IP 주소로
192.168.0.1을 사용하는 경우 라우터의 IP 주소를 192.168.1.0 등으로 재설정합니다. 라우터의 IP 주소
를 재설정하는 지침은 라우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D-Link 라우터 IP 주소를 변경하려면 라우
터의 IP 주소를 어떻게 변경해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디바이스를 재설정하고 디바이스에 다시 연결합니다. 디
바이스를 재설정하려면 디바이스 뒷면에 있는 RESET 버튼의 핀을 누르고 Wi-Fi 표시기(디바이스 앞면에 있
음)가 깜박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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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Wi-Fi 표시기가 깜박이는 경우 또는 컴퓨터를 디바이스
에 연결한 후 컴퓨터에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가 표시되게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바이스의 중간 LED 표시등이 깜박이더라도 또는 랩톱에서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중간 LED 표시등이 깜박임을 중지한 후에도 컴퓨터가 디바이스 Wi-Fi 네트워크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컴
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를 새로 고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랩톱 Wi-Fi를 껐다가 다시 
켜야 합니다.

디바이스를 재부팅하는 데 2분 가량 걸리며 디바이스 Wi-Fi 네트워크가 연결 요청을 수락할 준비가 됩니다.

실패한 디바이스 Wi-Fi 재설정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바이스 뒷면의 재설정 핀홀을 핀으로 눌러 디바이스를 재설정한 후에도 디바이스의 Wi-Fi 표시기(중간 
LED 표시등)가 깜박이지 않으면 이더넷 케이블로 디바이스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에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디바이스에 로그인한 다음 터미널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awscam 패키지
를 재설정합니다.

sudo systemctl status softap.service

명령에서 오류 코드 203이 반환되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awscam-
webserver를 다시 설치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reinstall awscam-webserver
sudo reboot

재부팅에 성공하면 디바이스의 Wi-Fi 네트워크가 설정되고 디바이스의 중간 LED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합
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모델 배포 문제 해결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모델을 배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주제
• 오류 없이 디바이스 등록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액세스 거부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 (p. 119)
• ModelDownloadFailed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20)
• std::bad_alloc()로 보고된 모델 최적화 실패 해결 (p. 120)
• stride 속성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델 최적화 실패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20)
• 객체 나열에서 shape 속성이 누락된 경우 모델 최적화 실패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 (p. 120)
• 모델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21)
• 검증 세트에서 모델이 적절한 성능을 나타낼 때 AWS DeepLens가 데이터를 잘못 분류하는 이유를 알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p. 121)

오류 없이 디바이스 등록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액세스 거부 오
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바이스 등록 중에 권한을 설정할 경우 에 대한 IAM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AWS IoT 
Greengrass생성되었으며 역할이IAM 그룹 역할AWSGreengrass장치 등록 중에 권한을 설정할 때 콘솔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올바른 역할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다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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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DownloadFailed 오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를 사용할 경우AWS DeepLens콘솔에서 다음 두 개의 IAM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AWS IoT Greengrass:
대상 IAM 역할AWSGreengrass과IAM 그룹 역할AWSGreengrass. 둘 다 동일한 IAM 역할을 지정하면 
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을 지정하십시오.AWSDeepLensGreengrassRole의 
경우대상 IAM 역할AWSGreengrass과AWSDeepLensGreengrassGroupRole의 경우IAM 그룹 역할
AWSGreengrass.

std::bad_alloc()로 보고된 모델 최적화 실패 해결
이 오류는 디바이스에서 MXNet의 버전이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된 버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
니다. 디바이스의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디바이스에서 MXNet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합니다.

sudo pip3 install mxnet==1.0.0

교육에 사용된 MXNet의 버전이 1.0.0이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버전을 교육에 사용하는 경우 버전 번호를 
적절히 변경합니다.

stride 속성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모델 최적화 실패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층 풀링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목록에서 stride 인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모델 옵티마이저가 실패하
고 다음 오류 메시지를 보고합니다.

AttributeError: 'MxNetPoolingLayer' object has no attribute 'stride_x'

이 오류는 최신 MXNet 풀링 계층의 하이퍼 파라미터 인수에서 stride 인수가 제거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stride": "(1, 1)"을 기호 파일에 추가합니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풀링 계층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호 파일을 편집합니다.

{ 
    "op": "Pooling", 
    "name": "pool1", 
    "attr": { 
        "global_pool": "True", 
        "kernel": "(7, 7)", 
        "pool_type": "avg", 
        "stride": "(1, 1)" 
    }, 
    "inputs": <your input shape>
},

이후stride속성을 모든 풀링 계층에 추가하면 더 이상 오류가 표시되면 안 되고 모든 기능이 예상대로 작동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포럼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객체 나열에서 shape 속성이 누락된 경우 모델 최적화 실패를 해
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null이 아닌 연산자의 계층 이름에 접미사가 있으면 모델 최적화 중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File "/opt/intel/deeplearning_deploymenttoolkit_2017.1.0.5852/
deployment_tools/model_optimizer/model_optimizer_mxnet/mxnet_convertor/
mxnet_layer_utils.py", line 75, in transform_convolution_layer
res = np.ndarray(l.weights.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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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Error: 'list' object has no attribute 'shape'

텍스트 편집기에서 모델의 기호 파일(<model_name>-symbol.json을 엽니다. null이 아닌 연산자의 모든 
계층 이름에서 접미사를 제거합니다. 다음은 null이 아닌 연산자를 정의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 
    "op": "Convolution", 
    "name": "deep_dog_conv0_fwd", 
    "attr": { 
        "dilate": "(1, 1)", 
        "kernel": "(3, 3)", 
        "layout": "NCHW", 
        "no_bias": "False", 
        "num_filter": "64", 
        "num_group": "1", 
        "pad": "(0, 0)", 
        "stride": "(2, 2)" 
    }
}

"name": "deep_dog_conv0_fwd"를 "name": "deep_dog_conv0"x로 변경합니다.

반대로 다음은 null 연산자의 예입니다.

{ 
    "op": "null", 
    "name": "deep_dog_conv0_weight", 
    "attr": { 
        "__dtype__": "0", 
        "__lr_mult__": "1.0", 
        "__shape__": "(64, 0, 3, 3)", 
        "__wd_mult__": "1.0" 
    }
},

softmax 계층의 경우 "attr": "{}" 속성이 누락되면 JSON 파일에 이 속성을 추가합니다. 예:

{ 
    "op": "SoftmaxOutput", 
    "name": "softmax", 
    "attr": {}, 
    "inputs": [[192,0,0]]
}

마지막으로, 모델에서 지원되는 계층만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MXNet 계층은 MXNet 모
델 (p. 34)을 참조하십시오.

모델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정된 모델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확인하려면 모델 옵티마이저의 높이 및 너비가 교육 세트에 있는 
이미지의 높이 및 너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12픽셀 X 512픽셀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교육
한 경우 모델 옵티마이저의 높이 및 너비를 512 X 512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론이 제대로 수
행되지 않습니다.

검증 세트에서 모델이 적절한 성능을 나타낼 때 AWS DeepLens가 
데이터를 잘못 분류하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육 데이터가 정규화되지 않으면 검증 세트에서 모델이 적절한 성능을 나타내더라도 AWS DeepLens에서 
데이터가 올바르게 분류되지 않습니다. 정규화된 교육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다시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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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데이터가 정규화되지 않은 경우 입력 데이터를 추론 엔진에 전달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를 정규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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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디바이스 라이브러리
이AWS DeepLens장치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장치 작업을 위한 객체와 메서드를 제공하는 Python 모듈 세트
로 구성됩니다.

• 이awscam프로젝트 모델을 기반으로 추론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 이mo카페, 아파치 MXNet 또는 TensorFlow 딥 러닝 모델 아티팩트를AWS DeepLens아티팩트를 모델링하

고 필요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 이DeepLens_Kinesis_VideoKinesis Video Streams 스트림과 통합하여 스트리밍을 관리하기 위한 모

듈AWS DeepLens디바이스에서 Kinesis 비디오 스트림 스트림 스트림 스트림

주제
• awscam추론에 대한 모듈 (p. 123)
• 모델 최적화 (mo) 모듈 (p. 129)
• Amazon Kinesis Video Streams 통합을 위한 DeepLens_Video Module (p. 138)

awscam추론에 대한 모듈
사용awscam비디오 프레임을 가져 오는 모듈AWS DeepLens디바이스를 실행하고 디바이스의 추론 엔진에 
딥 러닝 모델을 로드합니다. 모델을 사용하여 캡처된 이미지 프레임에서 추론을 실행합니다.

AWS Lambda 추론 함수를 생성할 때AWS DeepLens프로젝트, 당신은awscam모듈 이awscam의 모듈
이cv2모듈 이cv2의 모듈에 대해 종속성이 있습니다.awscam모듈을 가져와야 합니다.awscam가져오기 전 
모듈cv2모듈

주제
• awscam.getLastFrame 함수 (p. 123)
• 모델 객체 (p. 124)

awscam.getLastFrame 함수
비디오 스트림에서 최신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AWS DeepLens가 실행되는 동안 비디오 스트리밍이 끊임없
이 실행됩니다.

요청 구문

import awscam
ret, video_frame = awscam.getLastFrame()

파라미터

• None

반환 유형

• ret호출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값 (true 또는 false) 입니다.
• video_frame- 비디오 프레임을 나타내는 numpy.ndarray입니다.

123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모델 객체

모델 객체
class awscam.Model

AWS DeepLens 기계 학습 모델을 나타냅니다.

import awscam
model = awscam.Model(model_topology_file, loading_config, runtime)

메서드
• 모델 클래스 생성자 (p. 125)
• model.doInference 메서드 (p. 126)
• model.parseResult 메서드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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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클래스 생성자
awscam.Model 객체를 생성하여 특정 유형의 프로세서와 특정 추론 런타임에 추론을 실행합니다. Neo 컴
파일이 아닌 모델에서는 Model 객체가 원시 추론 출력 구문 분석을 노출하여 모델별 추론 결과를 반환합니
다.

요청 구문

import awscam
model = awscam.Model(model_topology_file, loading_config, runtime=0)

파라미터

• model_topology_file - 필수입니다. runtime=0이면 이 파라미터 값은 mo.optimize (p. 125) 메
서드로 최적화된 모델(.xml) 파일 출력의 경로입니다. runtime=1이면 이 파라미터 값은 컴파일된 모델 아티
팩트가 있는 폴더 이름입니다. .json 파일, .params 파일 및 .so 파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Neo 컴파일 모델은 분류 모델 유형만 지원합니다. 다른 모델은 분류, 세분화 및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를 지원합니다.

Note

세이지메이커가 훈련한 SSD 모델을 배포할 때는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deploy.py(다음에
서 사용 가능https://github.com/apache/incubator-mxnet/tree/v1.x/example/ssd/) 를 사용하여 
모델 아티팩트를 배포 가능한 모델로 변환합니다. MXNet 리포지토리를 복제 또는 다운로드
한 후git reset --hard 73d88974f8bca1e68441606fb0787a2cd17eb364호출 전 명
령deploy.py를 사용하여 모델을 변환하십시오.

• loading_config(dict) - 필수입니다. GPU 또는 CPU에 모델을 로드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형식은 딕셔너리입니다.

유효한 값:
• {"GPU":1}모델을 GPU에 로드합니다. Neo 런타임에 추론을 실행하려면(runtime=1) GPU를 선택해

야 합니다({'GPU':1}).
• {"GPU":0}모델을 CPU에 로드합니다.

• runtimeint—선택 사항입니다. 추론을 실행할 런타임을 지정합니다.

유효한 값:
• 0기본 추론 런타임이 Intel DLDT입니다.
• 1컴파일된 모델에서 추론을 실행할 Neo 런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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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doInference 메서드
로드된 모델을 적용하여 비디오 프레임(이미지 파일)에 대한 추론을 실행합니다. 이 메서드는 추론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요청 구문

import awscam
model = awscam.Model(model_topology_file, loading_config)
raw_inference_results = model.doInference(video_frame)

파라미터

• video_frame - 필수입니다. AWS DeepLens 비디오 피드의 비디오 프레임입니다.

반환 유형

• dict— 로드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출력 계층의 딕셔너리인 추론 결과입니다.

반환 값

키-값 페어 항목과 함께 dict 객체를 반환합니다. 항목의 키는 모델 출력 계층의 식별자입니다. 기본 Intel 
DLDT 런타임에서 실행되는 추론의 출력에서, 출력 계층 식별자는 모델에 지정된 출력 계층 이름입니다. 예
를 들어, MXNet을 사용하는 경우 모델의 .json 파일에 출력 계층 이름이 정의됩니다. Neo 런타임에서 실행되
는 추론의 출력에서, 출력 계층 식별자는 모델에 정의된 출력 계층의 서수입니다. 항목의 값은 모델 교육에 
사용되며 레이블이 지정된 이미지에서 입력 video_frame의 가능성을 가진 list 객체입니다.

Example

샘플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 레이블의 SoftMax_67 출력 계층이 있는 모델에서 Intel DLDT 런타임에 추론이 실행되는 경우 추론 결
과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ftMax_67’: array( 
       [   
          2.41881448e-08,  
          3.57339691e-09,  
          1.00263861e-07,  
          5.40415579e-09,  
          4.37702547e-04,  
          6.16787545e-08 
       ],  
   dtype=float32)
}

Neo 런타임(runtime=1)을 사용하여 추론을 실행하는 경우 원시 추론 결과는 dict 객체이고, 여기서
results[i]에 ith 출력 계층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 (예: Resnet-50) 에 Softmax 
출력 계층 하나만 있으면results[0]는 a입니다Numpy크기가 이어서 배열N x 1각 에 대한 확률을 제공합
니다.N레이블이 지정된 이미지 유형입니다.

다음 예제 출력은 Neo 런타임에서 실행되는 동일한 모델의 원시 추론 결과를 보여 줍니다.

{ 
   0 : ar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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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881448e-08,  
          3.57339691e-09,  
          1.00263861e-07,  
          5.40415579e-09,  
          4.37702547e-04,  
          6.16787545e-08 
       ],  
   dtype=float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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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parseResult 메서드
분류, SSD, 세분화 모델 등 Neo 로 컴파일되지 않으며 자주 사용되는 일부 모델의 원시 추론 결과를 구문 분
석합니다. 사용자 지정 모델의 경우 고유한 구문 분석 함수를 작성합니다.

요청 구문

import awscam
model = awscam.Model(model_topology_file, loading_config)
raw_infer_result = model.doInference(video_frame)
result = model.parseResult(model_type, raw_infer_result)

파라미터

• model_type추론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모델 유형을 식별하는 문자열입니다. 필수.

유효한 값: classification, ssd 및 segmentation
Note

세이지메이커가 훈련한 SSD 모델을 배포할 때는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deploy.py(다음에
서 사용 가능https://github.com/apache/incubator-mxnet/tree/v1.x/example/ssd/) 를 사용하여 
모델 아티팩트를 배포 가능한 모델로 변환합니다. MXNet 리포지토리를 복제 또는 다운로드
한 후git reset --hard 73d88974f8bca1e68441606fb0787a2cd17eb364호출 전 명
령deploy.py를 사용하여 모델을 변환하십시오.

• raw_infer_result- 함수 의 출력입니다.model.doInference(video_frame). 필수.

반환 유형

• dict

반환 값

단일 키-값 페어 항목이 있는 dict를 반환합니다. 키는 model_type 값입니다. 값은 dict 객체의 목록입니
다. 반환된 각 dict 객체에는 지정된 레이블에 대해 모델이 계산한 가능성이 포함됩니다. ssd와 같은 일부 
모델 유형에서는 추론된 이미지 객체가 있는 경계 상자의 위치와 크기 등 그 밖의 정보도 반환된 dict 객체
에 포함됩니다.

Example

샘플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el DLDT 런타임에 수행한 원시 추론에서는 classification 모델 유형에 대해 구문 분석된 추론 결과가 
다음 형식입니다.

{ 
    "classification":[ 
        {"label":"318", "prob":0.5}, 
        {"label":"277", "prob":0.3}, 
        ..., 
        {"label":"433", "prob":0.001} 
    ]
}

ssd 모델 유형에 대해 구문 분석된 해당 추론 결과는 경계 상자 정보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형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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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 [ 
        {"label": "318", "xmin": 124, "xmax": 245, "ymin": 10,  "ymax": 142, "prob": 0.5}, 
        {"label": "277", "xmin": 89,  "xmax": 166, "ymin": 233, "ymax": 376, "prob": 0.3}, 
        ..., 
        {"label": "433", "xmin": 355, "xmax": 468, "ymin": 210, "ymax": 266, "prob": 0.001} 
    ]
}

Neo 런타임에 수행한 추론에서는 구문 분석된 추론 결과가 원시 추론 결과와 동일합니다.

모델 최적화 (mo) 모듈
이mo파이썬 모듈은AWS DeepLens변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최적화 라이브러리카페, 아파치 MXNet 또는 
TensorFlow (p. 34)모델 아티팩트AWS DeepLens아티팩트를 모델링하고 필요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모델을 최적화하려면mo.optimize함수를 선택하고 적절한 입력 매개 변수를 지정합니다.

주제
• mo.최적화 메서드  (p. 129)
•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 문제 해결  (p. 132)

mo.최적화 메서드
CONVERTAWS DeepLensCaffe의 모델 아티팩트 (.prototxt또는.caffemodel), MXNet 
(.json과.params), 또는 TensorFlow (.pb) 에 대한 표현AWS DeepLens표현하고 필요한 최적화를 수행합
니다.

구문

import mo
res = mo.optimize(model_name, input_width, input_height, platform, aux_inputs)

요청 파라미터

• model_name: 최적화할 모델의 이름입니다.

Type:string

: 필수 예
• input_width: 입력 이미지의 너비입니다 (픽셀). 값이 1024보다 작아야 하는 음수가 아닌 정수여야 합니

다.

Type:integer.

: 필수 예
• input_height: 입력 이미지의 높이입니다 (픽셀). 값이 1024보다 작아야 하는 음수가 아닌 정수여야 합

니다.

Type:integer.

: 필수 예
• platform: 최적화를 위한 소스 플랫폼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Type: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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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아니요

유효함platform값:

값 설명

Caffe 또는 caffe 최적화는 Caffe 모델 아티팩트를 변환합니다 
(.prototxt또는.caffemodel파일)AWS 
DeepLens모델 아티팩트입니다.

MXNet,mxNet또는mx 최적화는 아파치 MXNet 모델 아티팩트를 변환합
니다 (.json과.params파일)AWS DeepLens모델 
아티팩트입니다. 이 항목이 기본 옵션입니다.

TensorFlow, tensorflow 또는 tf 최적화는 TensorFlow 모델 아티팩트 (동결된 그래
프의) 를 변환합니다..pb파일)AWS DeepLens모
델 아티팩트입니다.

• aux_inputs: 모든 플랫폼에 공통된 항목과 개별 플랫폼에 특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보조 입력을 포함하는 
파이썬 딕셔너리 객체입니다.

형식: Dict

: 필수 아니요

유효함aux_inputs사전 항목

아이템 이름 적용 가능한 플랫폼 설명

--img-format 모두 이미지 형식 기본 값은 BGR입니
다.

--img-channels 모두 이미지 채널 수입니다. 기본 값은
3입니다.

--precision 모두 이미지 데이터 유형. 기본 값은
FP16입니다.

--fuse 모두 켜는 스위치ON) 또는 끄기 (OFF) 
선형 연산을 컨볼 루션에 융합. 
기본 값은 ON입니다.

--models-dir 모두 모델 디렉터리. 기본 디렉터리
는/opt/awscam/artifacts.

--output-dir 모두 출력 디렉터리입니다. 기본 
디렉터리는/opt/awscam/
artifacts.

--input_proto Caffe prototxt 파일 경로입니다. 기본값
은 빈 문자열입니다."").

--epoch MXNet 에포크 번호. 기본 값은 0입니다.

--input_model_is_text TensorFlow 입력 모델 파일이 텍스트에 있
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플래
그protobuf형식True) 또는 안 
함 (False). 기본 값은 False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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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값

이optimize함수는 다음이 포함된 결과를 반환합니다.

• model_path: 성공적으로 반환될 때 최적화된 모델 아티팩트의 경로입니다.

유형: 문자열
• status: 함수의 작동 상태입니다. 메서드 호출이 실패할 때 가능한 실패 원인 및 해결 조치에 대해서는 아

래 상태 표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정수

status 원인 조치

0 모델 최적화가 성공했습니다.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요청된 플랫폼이 지원되지 않아 
모델 최적화에 실패했습니다.

• 지원되는 플랫폼을 선택합니
다.

• 플랫폼 이름의 철자가 올바른
지 확인합니다.

2 일관성 없는 플랫폼 버전을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 최적화에 
실패했습니다.

• 플랫폼의 최신 버전을 실행하
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버전을 
확인하려면 명령 프롬프트에
서pip install mxnet.

• 대상 플랫폼에 대해 모델에 지
원되지 않는 레이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awscam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
전인지 확인합니다.

•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모델 
최적화 프로그램 문제 해
결  (p. 132)CloudWatch 
Logs 로그에 보고된 오류 메
시지에 대한 권장 작업AWS 
DeepLens그리고 당신AWS 
DeepLens디바이스.

추론을 위해 최적화된 모델을 로드하려면awscam.Model (p. 125)API 및 지정model_path이 함수에서 반
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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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최적화 프로그램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보고한 오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AWS DeepLens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함께 설치된 인텔 컴퓨터 비전 SDK에 따라 다릅니
다.AWS DeepLens소프트웨어.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오류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인텔 컴퓨터 비전 SDK 
Support포럼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제
• 처리 방법”현재 caffe.proto에는 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3)
• prototxt만으로 베어 Caffe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p. 133)
• 처리 방법”id가 있는 노드에 대한 포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3)
• 취급 방법”잘못된 프로토 파일: '레이어' 또는 '레이어' 최상위 수준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

다. (p. 133)
• 처리 방법”이전 스타일 입력 ('input_dims' 사용) 은 지원되지 않습니다.'input_shape'를 통해 입력을 지정

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4)
• 처리 방법”잘못된 prototxt 파일: 값 오류입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5)
• 처리 방법”Caffe 대체 함수에서 Caffe.net을 구성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

다. (p. 135)
• 처리 방법”Caffe에서 예외로 인해 모양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5)
• 처리 방법”사용 가능한 Caffe가 없으므로 {} 노드에 대한 모양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op에 대해 파이썬 추

론 함수를 등록하거나 모양 추론을 위해 Caffe를 사용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5)
• 처리 방법”MXNet 모델을 변환하려면 입력 모양이 필요합니다.—input_width 및 —input_height 와 함께 

제공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6)
• 처리 방법”prototxt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Caffe의 경우 —input_proto - 토폴로지를 저장하는 protobuf 

파일과 사전 훈련된 가중치를 저장하는 —input_model을 지정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6)
• 처리 방법”지정한 입력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6)
• 처리 방법”디렉터리를 생성하지 못했습니다...권한이 거부되었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6)
• 처리 방법”입력과 값이 없는 검색된 데이터 노드“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6)
• 처리 방법”자리 표시자 노드에는 입력 포트가 없지만 입력 포트가 제공되었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

다. (p. 136)
• 처리 방법”모델에 자리 표시자가 없거나 여러 개 있지만 한 쉐이프만 제공되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오

류를 받았습니다. (p. 136)
• 처리 방법”텐서보드에 대한 이벤트 파일을 디렉토리에 쓸 수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6)
• 처리 방법”노드에서 모양/값 전파를 중지했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7)
• 처리 방법”모듈 텐서플로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텐서플로우 1.2 이상을 설치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

다. (p. 137)
• 처리 방법”모델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TensorFlow 모델 파일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습니다.“ 오류

를 받았습니다. (p. 137)
• 처리 방법”모델 파일에서 읽은 후 TensorFlow 그래프를 사전 처리할 수 없습니다.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지원되지 않는 형식입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7)
• 처리 방법”입력 모델 이름이 예상 형식이 아니며 반복 번호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

다. (p. 137)
• 처리 방법”일부 출력이 부동 연산으로 'Cast'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 표시자 유형을 변환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7)
• 처리 방법”데이터 유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7)
• 처리 방법”이름이 있는 노드가 없습니다...“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7)
• 처리 방법”모듈 mxnet을 찾을 수 없습니다.mxnet 1.0.0을 설치하십시오.“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7)
• 처리 방법”mxnet 모델을 로드하는 동안 다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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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방법”...... 의 요소는 노드 [...] 에 대한 blob을 변환하는 동안 무한대로 클리핑되었습니다.“오류를 받
았습니다. (p. 138)

• 처리 방법”... 의 요소는 노드 [...] 에 대한 blob을 변환하는 동안 0으로 클리핑되었습니다...“오류를 받았습
니다. (p. 138)

• 처리 방법”위상에는 '입력' 레이어가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8)

처리 방법”현재 caffe.proto에는 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에는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용자 지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prototxt만으로 베어 Caffe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 사용하여 베어 Caffe 모델을 만들려면.프로토트XTCaffe 모듈을 가져오고 다음을 실행합니다.

python3  

import caffe  
net = caffe.Net('PATH_TO_PROTOTXT/my_net.prototxt', caffe.TEST)  
net.save('PATH_TO_PROTOTXT/my_net.caffemodel')

처리 방법”id가 있는 노드에 대한 포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오
류를 받았습니다.
모델에는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용자 지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레이어를 
제거합니다.

취급 방법”잘못된 프로토 파일: '레이어' 또는 '레이어' 최상위 수준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Caffe 토폴로지의 구조는caffe.proto파일. 예를 들어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값
을 찾을 수 있습니다.proto파일: /opt/awscam/intel/deeplearning_deploymenttoolkit/
deployment_tools/model_optimizer/mo/front/caffe/proto/my_caffe.proto. 이 파일에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message NetParameter { 
   // ... some other parameters 

   // The layers that make up the net.  Each of their configurations, including  
   // connectivity and behavior, is specified as a LayerParameter.  
   repeated LayerParameter layer = 100;  // Use ID 100 so layers are printed last.  

   // DEPRECATED: use 'layer' instead.  
   repeated V1LayerParameter layers = 2;  
}

즉, 모든 토폴로지는 의 최상위 구조로 레이어를 포함해야 합니다.프로토트XT.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르넷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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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이전 스타일 입력 ('input_dims' 사용) 은 지원되지 않습
니다.'input_shape'를 통해 입력을 지정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
다.
Caffe 토폴로지의 구조는caffe.proto파일. 예를 들어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proto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opt/awscam/intel/deeplearning_deploymenttoolkit/
deployment_tools/model_optimizer/mo/front/caffe/proto/my_caffe.proto. 이 파일에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message NetParameter { 
    optional string name = 1; // Consider giving the network a name. 
    // DEPRECATED. See InputParameter. The input blobs to the network.  
    repeated string input = 3;  
    // DEPRECATED. See InputParameter. The shape of the input blobs.  
    repeated BlobShape input_shape = 8;  

    // 4D input dimensions are deprecated.  Use "input_shape" instead.  
    // If specified, for each input blob, there should be four  
    // values specifying the num, channels, and height and width of the input blob.  
    // Therefore, there should be a total of (4 * #input) numbers.  
    repeated int32 input_dim = 4;  
    // ... other parameters  
}

제공된 모델의 입력 레이어를 다음 형식 중 하나로 지정합니다.

1. 입력 레이어 형식 1:

input: "data"  
input_shape  
{  
    dim: 1  
    dim: 3  
    dim: 227  
    dim: 227  
}

2. 입력 레이어 형식 2:

input: "data"  
input_shape  
{  
    dim: 1  
    dim: 3  
    dim: 600  
    dim: 1000  
}  
input: "im_info"  
input_shape  
{  
    dim: 1  
    dim: 3  
}

3. 입력 레이어 형식 3:

layer  
{  
    na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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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Input"  
    top: "data" 
    input_param {shape: {dim: 1 dim: 3 dim: 600 dim: 1000}}  
}  

layer  
{  
    name: "im_info"  
    type: "Input"  
    top: "im_info"  
    input_param {shape: {dim: 1 dim: 3}}  
}

4. 입력 레이어 형식 4:

input: "data"  
input_dim: 1  
input_dim: 3  
input_dim: 500

그러나 모델에 둘 이상의 입력 레이어가 포함된 경우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형식 1, 2 및 3의 입력 레이어
로 모델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다중 입력 토폴로지에서는 형식 4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리 방법”잘못된 prototxt 파일: 값 오류입니다.“ 오류를 받았습니
다.
the section called “취급 방법”잘못된 프로토 파일: '레이어' 또는 '레이어' 최상위 수준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
류를 받았습니다.” (p. 133) 및 the section called “처리 방법”prototxt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Caffe의 경우 
—input_proto - 토폴로지를 저장하는 protobuf 파일과 사전 훈련된 가중치를 저장하는 —input_model을 지정
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다.” (p. 136) 섹션을 참조하세요.

처리 방법”Caffe 대체 함수에서 Caffe.net을 구성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Caffe 프레임 워크에서 지정된 계층을 추론하는 동안 Caffe 모듈을 사용하여 네트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십시오..caffemodel과.prototxt파일이 올바릅니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prototxt파일, 참조the section called “prototxt만으로 베어 Caffe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무
엇입니까?” (p. 133).

처리 방법”Caffe에서 예외로 인해 모양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오
류를 받았습니다.
모델에는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용자 지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레이어를 
모두 제거합니다.

처리 방법”사용 가능한 Caffe가 없으므로 {} 노드에 대한 모양을 추
론할 수 없습니다.op에 대해 파이썬 추론 함수를 등록하거나 모양 
추론을 위해 Caffe를 사용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에는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용자 지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레이어를 
모두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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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MXNet 모델을 변환하려면 입력 모양이 필요합니다.—
input_width 및 —input_height 와 함께 제공하십시오.“ 오류를 받았
습니다.
MXNet 모델을 IR로 변환하려면 입력 모양을 지정해야 합니다. MXNet 모델에는 입력 모양에 대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input_shape플래그를 지정하기input_width과input_height.

처리 방법”prototxt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Caffe의 경우 —
input_proto - 토폴로지를 저장하는 protobuf 파일과 사전 훈련된 가
중치를 저장하는 —input_model을 지정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
니다.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다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prototxt지정된 모델의 파일입니다. 기본 설정
은.prototxtfile 은 같은 이름의 입력 모델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있어야 합니다 (확장자는 제외). 이러한 조
건 중 하나라도 만족스럽지 않으면--input_proto그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프로토트XT파일.

처리 방법”지정한 입력 모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받았습
니다.
모델에 대한 잘못된 경로를 지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로가 올바르고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방법”디렉터리를 생성하지 못했습니다...권한이 거부되었습
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 디렉토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output_dir파라미터. 지정한 
디렉터리를 생성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방법”입력과 값이 없는 검색된 데이터 노드“ 오류를 받았습니
다.
지정된 토폴로지의 레이어 중 하나에 입력이나 값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
다..caffemodel과.protobuf파일에는 필요한 입력과 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법”자리 표시자 노드에는 입력 포트가 없지만 입력 포트가 
제공되었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자리 표시자 노드에 대한 입력 노드를 지정했을 수 있지만 모델에 입력 노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델
에 입력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모델 지원 입력 노드를 사용하십시오.

처리 방법”모델에 자리 표시자가 없거나 여러 개 있지만 한 쉐이프
만 제공되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입력이 없거나 입력이 여러 개 없는 모델의 자리 표시자 노드에 대해 하나의 모양만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자리 표시자 노드에 대해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방법”텐서보드에 대한 이벤트 파일을 디렉토리에 쓸 수 없습
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이 해당 디렉토리가 없거나 해당 디렉터리에 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정된 디렉토리에 
이벤트 파일을 쓰지 못했습니다. 디렉토리가 존재하고 필요한 쓰기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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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노드에서 모양/값 전파를 중지했습니다.“ 오류를 받았습
니다.
추론 함수에 버그가 있거나, 입력 노드에 잘못된 값이나 모양이 있거나, 입력 모양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지정된 노드의 모양이나 값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추론 함수, 입력 값 또는 모양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처리 방법”모듈 텐서플로우를 찾을 수 없습니다.텐서플로우 1.2 이
상을 설치하십시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ensorFlow 모델을 변환하려면 TensorFlow 1.2 이상을 설치하십시오.

처리 방법”모델 파일을 읽을 수 없습니다. TensorFlow 모델 파일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 파일에는 이진 형식의 TensorFlow 그래프 스냅샷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을 지정하여 모델에 대
해 텍스트 형식으로 —input_model_is_text가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input_model_is_text매개 변
수false. 기본적으로 모델은 이진 파일로 해석됩니다.

처리 방법”모델 파일에서 읽은 후 TensorFlow 그래프를 사전 처리
할 수 없습니다.파일이 손상되었거나 지원되지 않는 형식입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올바른 모델 파일을 지정했는지, 파일의 형식이 올바른지, 파일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처리 방법”입력 모델 이름이 예상 형식이 아니며 반복 번호를 추출
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MXNet 모델 파일은.json 또는.para 형식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형식을 사용합니다.

처리 방법”일부 출력이 부동 연산으로 'Cast'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 
표시자 유형을 변환할 수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의 자리 표시자 노드에 FP32 데이터 유형을 사용합니다. 자리 표시자 노드의 입력 데이터 유형으로 
UINT8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처리 방법”데이터 유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모델을 지정된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형식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합니다.–precision매개 변수FP16,FP32,half또는float값을 받았습니다.

처리 방법”이름이 있는 노드가 없습니다...“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노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자리 표시자, 입력 노드 이름 
또는 출력 노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모듈 mxnet을 찾을 수 없습니다.mxnet 1.0.0을 설치하
십시오.“오류를 받았습니다.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이 MXNet 모델을 변환할 수 있도록 하려면 MXNet 1.0.0 이상을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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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법”mxnet 모델을 로드하는 동안 다음 오류가 발생했습니
다...“오류를 받았습니다.
지정된 경로가 올바른지, 모델이 존재하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방법”...... 의 요소는 노드 [...] 에 대한 blob을 변환하는 동안 
무한대로 클리핑되었습니다.“오류를 받았습니다.
를--precision=FP16명령줄 옵션을 선택하면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이 노드의 모든 blob을FP16유형의 값
이 포함됩니다. Blob의 값이 유효한 FP16 값의 범위를 벗어나면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값을 양수 또는 음
의 무한대로 변환합니다. 모델에 따라 잘못된 추론 결과가 생성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요소의 수와 노드 이름과 함께 인쇄된 사용된 Blob의 총 요소 수를 검사합니다.

처리 방법”... 의 요소는 노드 [...] 에 대한 blob을 변환하는 동안 0으
로 클리핑되었습니다...“오류를 받았습니다.
를--precision=FP16명령줄 옵션을 선택하면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이 노드의 모든 blob을FP16유형의 값
이 포함됩니다. blob의 값이 0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유효한 FP16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은 해당 값을 true 0으로 변환합니다. 모델에 따라 잘못된 추론 결과가 생성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의 수와 노드 이름과 함께 인쇄된 사용된 Blob의 총 요소 수를 검사합니다.

처리 방법”위상에는 '입력' 레이어가 없습니다.“ 오류를 받았습니
다.
이prototxt모델 최적화 프로그램이 배포 준비가 필요할 때 Caffe 토폴로지에 대한 파일은 교육용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prototxt파일. 배포를 준비하려면.prototxt파일, 다음을 따르십시오.명령GitHub에서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배포 준비 토폴로지를 준비하려면 데이터 계층 제거, 입력 레이어 추가 및 손실 계층 
제거가 포함됩니다.

Amazon Kinesis Video Streams 통합을 위한 
DeepLens_Video Module

Amazon Kinesis Video StreamsAWS DeepLens비디오 라이브러리는 캡슐화하는 Python 모듈입니다.SDK 
Kinesis Video Streams...에 대한AWS DeepLens디바이스. 이 모듈을 사용하여AWS DeepLens디바이스를 
Kinesis Video Streams 로 보내고 디바이스에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시작 및 종료할 시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이 기능은 딥 러닝 모델을 교육해야 하는 경우 유용합니다. 이 경우 비디오 피드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
고 보낼 수 있습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를 Kinesis Video Streams 로 보내고 이러한 데이터를 교육을 
위한 입력값으로 사용합니다.

DeepLens_Kinesis_Video 모듈은 AWS DeepLens 디바이스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에 배포된 
Lambda 함수에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AWS DeepLens의 일부로 디바이스AWS DeepLens프로젝트.

다음 Python 예제는 DeepLens_Kinesis_Video 모듈을 사용하여 호출자의 5시간 비디오 피드를 스트리밍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AWS DeepLensKinesis Video Streams Streams의

import time
import os
import DeepLens_Kinesis_Video as dkv
from botocore.session import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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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greengrasssdk

def greengrass_hello_world_run(): 
    # Create the green grass client so that we can send messages to IoT console 
    client = greengrasssdk.client('iot-data') 
    iot_topic = '$aws/things/{}/infer'.format(os.environ['AWS_IOT_THING_NAME']) 

    # Stream configuration, name and retention 
    # Note that the name will appear as deeplens-myStream 
    stream_name = 'myStream' 
    retention = 2 #hours 

    # Amount of time to stream 
    wait_time = 60 * 60 * 5 #seconds 

    # Use the boto session API to grab credentials 
    session = Session() 
    creds = session.get_credentials() 

    # Create producer and stream. 
    producer = dkv.createProducer(creds.access_key, creds.secret_key, creds.token, "us-
east-1")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Producer created") 
    kvs_stream = producer.createStream(stream_name, retention)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Stream {} created".format(stream_name)) 

    # Start putting data into the KVS stream 
    kvs_stream.start()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Stream started") 
    time.sleep(wait_time) 
    # Stop putting data into the KVS stream 
    kvs_stream.stop() 
    client.publish(topic=iot_topic, payload="Stream stopped")

# Execute the function above
greengrass_hello_world_run()

이 예에서는dkv.createProducerKinesis Video Streams 프로듀서 SDK 클라이언트를 인스턴스화합니
다. 그런 다음 producer.createStream을 호출해 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스트리밍을 설정합니
다. my_stream.start, time.sleep 및 my_stream.stop을 호출해 비디오 피드의 길이를 제어합니다. 
Kinesis Video Streams 에 두 시간 동안 보관됩니다.retention매개 변수2.

주제
• DeepLens_Kinesis_Video.createProducer 함수 (p. 139)
• 생산자 객체 (p. 140)
• 스트림 객체 (p. 141)

DeepLens_Kinesis_Video.createProducer 함수
에 대한 Kinesis Video Streams 생산자 SDK 클라이언트 객체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AWS DeepLens. 인
스턴스를 사용하여 연결AWS DeepLens장치에AWS디바이스에서 Kinesis Video Streams 로의 비디오 스트
림을 클라우드 및 관리합니다.

구문

import DeepLens_Kinesis_Video as dkv
producer = dkv.createProducer(aws_access_key, aws_seccrete_key, session_token, aws_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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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 aws_access_key

유형: "string"

: 필수 예

AWS 계정의 IAM 액세스 키입니다.
• aws_secret_key

유형: "string"

: 필수 예

AWS 계정의 IAM 보안 키입니다.
• session_token

유형: "string"

: 필수 아니요

세션 토큰입니다(있는 경우). 비어 있는 값은 지정되지 않은 토큰을 나타냅니다.
• aws_region

유형: "string"

: 필수 예

데이터를 스트리밍할 AWS 리전입니다. AWS DeepLens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유일하게 유효한 값은 us-
east-1입니다.

반환 값

• Producer 객체. (p. 140)

예

import DeepLens_Kinesis_Video as dkv
producer = dkv.createProducer("ABCDEF...LMNO23PU", "abcDEFGHi...bc8defGxhiJ", "", "us-
east-1")

생산자 객체
에서 비디오 피드를 보낼 스트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Kinesis Video Streams 생산자 SDK 클라이언트를 
나타내는 객체입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

주제
• Producer.createStream 메서드 (p. 140)

Producer.createStream 메서드
에서 비디오 피드를 보낼 Kinesis Video Streams 객체를 생성합니다.AWS DeepLens디바이스 에.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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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 = producer (p. 140).createStream(stream_name, retention)

파라미터

• stream_name

유형: "string"

: 필수 예

Kinesis 스트림의 이름AWS DeepLens디바이스가 비디오 피드를 보냅니다. 스트림이 존재하지 않으면 
Kinesis Video Streams 가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스트림을 사용하여 비디오 피드를 수
신합니다. 고유한 이름 및 핸들을 갖는 한 스트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 retention

유형: int

: 필수 예

스트리밍된 데이터를 보관할 기간(단위: 시간)입니다. 에서 데이터를 보려면스트림 미리 보기Kinesis 
Video Streams 콘솔에서 이 매개 변수를 2시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반환 값

• 스트림 (p. 141) 객체.

스트림 객체
비디오 피드에 대한 Kinesis 스트림을 캡슐화하는 객체AWS DeepLens데이터 스트리밍 시작 및 종료 시점을 
제어하기 위한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주제
• Stream.isActive 속성 (p. 141)
• Stream.start 메서드 (p. 142)
• Stream.stop 메서드 (p. 142)

Stream.isActive 속성
생산자가 이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내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울 플래그를 반환합니다.

구문

stream (p. 141).isActive

파라미터

• None

반환 값

• Type: 부울

값: 스트림이 활성 상태인 경우 true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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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start 메서드
생산자에게 비디오 피드를 보내기 시작하라고 알립니다.AWS DeepLensKinesis 스트림에 대한 디바이스입
니다.

구문

stream (p. 141).start()

파라미터

• None

반환 값

• None

Stream.stop 메서드
생산자에게 비디오 피드를 종료하라고 알립니다.AWS DeepLensKinesis 스트림에 대한 디바이스입니다.

구문

stream (p. 141).stop()

파라미터

• None

반환 값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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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이 단원에서는 AWS DeepLens의 다양한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제
• 데이터 보호 (p. 143)
• AWS DeepLens의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p. 143)
• 업데이트 관리 (p. 156)
• 보안 규정 준수 (p. 156)

데이터 보호
AWS DeepLens는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및 추론 결과의 비디오 프레임은 디바
이스에 로컬로 제한됩니다. 사용자는 프로젝트의 Lambda 함수에서 다른 AWS 서비스에 추론 결과를 게시하
는 방법과 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데이터가 게시되는 서비스에 관계없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AWS DeepLens는 디바이스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하드웨어 수준 전체 디스크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디
바이스에서 데이터 암호화를 구성해야 합니다.

디바이스 등록 및 유지 관리를 위한 AWS DeepLens 디바이스와 컴퓨터 간 통신에는 HTTPS 연결이 필요합
니다. 단, 암호 인증이 필요한 디바이스 설정 모드에서 디바이스 softAP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기본 암호는 AWS DeepLens 디바이스의 아래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기반 디스크 암호화의 경우 키는 TPM(Trusted Platform Module)이라는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저장
됩니다.

모델은 디바이스에서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려면 SSH를 사용해 AWS 
DeepLens 디바이스로 연결한 뒤 수동으로 데이터를 제거해야 합니다. 초기 기본값 재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AWS DeepLens의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는 관리자가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WS 서비스입니다. IAM 관리자는 어떤 사용자가 AWS DeepLens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로그인) 및 권한(권한 있음)을 받을 수 있는지 제어합니다. IAM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주제
• 대상 (p. 144)
• 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p. 144)
•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p. 146)
• AWS DeepLens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식 (p.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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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DeepLens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149)
• AWS DeepLens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p. 155)

대상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는 방법은 AWS DeepLens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사용자 - AWS DeepLens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격 증명과 권한을 관리
자가 제공합니다. 더 많은 AWS DeepLens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추가 권한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액세스 권한 관리 방식을 이해하면 적절한 권한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AWS DeepLens
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AWS DeepLens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p. 155) 단원을 참조하세
요.

서비스 관리자 - 회사에서 AWS DeepLens 리소스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AWS DeepLens에 대한 전체 액세
스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사용자가 액세스해야 하는 AWS DeepLens 기능
과 리소스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IAM 관리자에게 요청을 제출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해야 합
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를 검토하여 IAM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세요. 회사가 AWS DeepLens에서 IAM을 사용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WS DeepLens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식 (p. 147) 단원을 참조하세
요.

IAM 관리자 - IAM 관리자라면 AWS DeepLens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정책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을 
것입니다. IAM에서 사용할 수 있는 AWS DeepLens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AWS DeepLens 자
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149)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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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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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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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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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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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계정 루트 사용자
AWS 계정을 생성할 때는 해당 계정의 모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단일 
로그인 ID로 시작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AWS 계정 루트 사용자라고 하며,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로그인하여 액세스합니다. 일상적인 태스크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루트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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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태스크의 전체 목록은 AWS Account Management 참조 안내서의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이 필요한 태스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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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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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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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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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자격 증명이 있는 IAM 역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페더레이션 사용자 액세스 -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역할의 
권한을 정의합니다.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가 인증되면 역할이 연결되고 역할에 정의된 권한이 부여됩
니다. 페더레이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Creating a role for a third-party Identity 
Provider(서드 파티 자격 증명 공급자의 역할 만들기) 부분을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는 
경우 권한 집합을 구성합니다. 인증 후 아이덴티티가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제어하기 위해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세트를 IAM의 역할과 연관짓습니다. 권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권한 세트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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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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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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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됩니다. 정책은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다른 서비스에서 다른 
태스크를 트리거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 작업에 정책의 추가 종속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의 AWS 
DeepLens에 대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 서비스 역할 -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임하는 IAM 역할입
니다. IAM 관리자는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
용 설명서의 AWS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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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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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azon EC2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 IAM 역할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고 AWS CLI 
또는 AWS API 요청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임시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EC2 인스턴
스 내에 액세스 키를 저장할 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C2 인스턴스에 AWS 역할을 할당하고 해당 역할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 연결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인
스턴스 프로파일에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으며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임시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
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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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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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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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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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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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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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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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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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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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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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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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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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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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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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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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DeepLens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식
IAM을 사용하여 AWS DeepLens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려면 먼저 어떤 IAM 기능을 AWS DeepLens에 사
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AWS DeepLens 및 기타 AWS 서비스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체
적으로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주제
• AWS DeepLens 자격 증명 기반 정책 (p. 148)
• AWS DeepLens 리소스 기반 정책 (p. 148)
• 액세스 제어 목록(ACL) (p. 148)
• AWS DeepLens 태그 기반 권한 부여 (p. 148)
• AWS DeepLensIAM 역할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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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하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작업과 리소스 및 작업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DeepLens은(는) 특정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지원합니다. JSON 정책
에서 사용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알고 싶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참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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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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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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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DeepLens의 정책 작업은 작업 앞에 다음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aws-deeplense:. 예를 들어 누군가
에게 Amazon EC2 RunInstances API 작업을 통해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실행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해당 정책에 ec2:RunInstances 작업을 포함하세요. 정책 문에는 Action 또는 NotAction 요소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AWS DeepLens는 이 서비스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설명하는 고유한 작업 집합을 정의합
니다.

명령문 하나에 여러 태스크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쉼표로 구분합니다.

"Action": [ 
      "ec2:action1", 
      "ec2:action2"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태스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scribe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작업을 지정하려면 다음 작업을 포함합니다.

"Action": "ec2:Describe*"

AWS DeepLens 작업 목록을 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AWS DeepLens에서 정의한 작업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AWS DeepLens는 정책에서 리소스 ARN 지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건 키
AWS DeepLens은(는) 서비스별 조건 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WS DeepLens 리소스 기반 정책
AWS DeepLens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제어 목록(ACL)
AWS DeepLens은 ACL(액세스 제어 목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 DeepLens 태그 기반 권한 부여
AWS DeepLens는 리소스 태그 지정 또는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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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IAM 역할
IAM 역할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내 엔터티입니다.

AWS DeepLens에서 임시 자격 증명 사용
AWS DeepLens는 임시 자격 증명 사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면 AWS 제품이 다른 서비스의 리소스에 액세스하여 사용자 대신 태스크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IAM 계정에 나타나고, 서비스가 소유합니다. IAM 관리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볼 수 있지만 편집은 할 수 없습니다.

AWS DeepLens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역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사용하면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의 리소스에 액세스해 사용자를 대신해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역할은 
IAM 계정에 나타나고, 해당 계정이 소유합니다. 즉, IAM 관리자가 이 역할에 대한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권한을 변경하면 서비스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AWS DeepLens는 서비스 역할을 지원합니다.

에서 IAM 역할 선택AWS DeepLens
에서 ## 리소스를 생성할AWS DeepLens 경우 사용자 대신 Amazon EC2에 액세스할 수AWS DeepLens 
있도록 하는 역할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에 서비스 역할 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한 경우 AWS 
DeepLens는 선택할 수 있는 역할 목록을 제공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시작 및 중지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역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 ### ## ## ## ##를 참조하십시오.

AWS DeepLens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기본적으로 IAM 사용자 및 역할은 AWS DeepLens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IAM 관리
자는 지정된 리소스에서 특정 API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와 역할에게 부여하는 IAM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는 해당 권한이 필요한 IAM 사용자 또는 그룹에 이러한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제 JSON 정책 문서를 사용하여 IAM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JSON 탭에서 정책 생성을 참조하세요.

주제
• 정책 모범 사례 (p. 149)
• AWS DeepLens 콘솔 사용 (p. 150)
• 사용자가 자신이 권한을 볼 수 있도록 허용 (p. 154)

정책 모범 사례
ID 기반 정책에 따라 계정에서 사용자가 AWS DeepLens 리소스를 생성, 액세스 또는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결정됩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 AWS 계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거
나 편집할 때는 다음 지침과 권장 사항을 따르세요.

• AWS 관리형 정책으로 시작하고 최소 권한을 향해 나아가기 - 사용자 및 워크로드에 권한 부여를 시작하
려면 많은 일반 사용 사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합니다. 관리형 정책은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고유한 AWS 고객 관리형 정책을 정의하여 권한을 줄이는 것

149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terms-and-concepts.html#iam-term-service-linked-role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terms-and-concepts.html#iam-term-service-role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create.html#access_policies_create-json-editor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AWS managed policies(관리형 정책) 또는 AWS managed 
policies for job functions(직무에 대한 관리형 정책)를 참조하세요.

• 최소 권한 적용 – IAM 정책을 사용하여 권한을 설정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합니
다. 이렇게 하려면 최소 권한으로 알려진 특정 조건에서 특정 리소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합
니다. IAM을 사용하여 권한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에 있는  Policies and 
permissions in IAM(IAM의 정책 및 권한)을 참조하세요.

• IAM 정책의 조건을 사용하여 액세스 추가 제한 – 정책에 조건을 추가하여 작업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L을 사용하여 모든 요청을 전송해야 한다고 지정하는 정책 조건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특정 AWS 서비스(예: AWS CloudFormation)를 통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서비스 작업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조건을 
참조하세요.

• IAM Access Analyzer를 통해 IAM 정책을 검증하여 안전하고 기능적인 권한 보장 – IAM Access Analyzer
에서는 IAM 정책 언어(JSON)와 모범 사례가 정책에서 준수되도록 신규 및 기존 정책을 검증합니다. 
IAM Access Analyzer는 100개 이상의 정책 확인 항목과 실행 가능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기능적인 정책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Access Analyzer policy 
validation(IAM Access Analyzer 정책 검증)을 참조하세요.

• 다중 인증(MFA) 필요 – AWS 계정 계정에 IAM 사용자 또는 루트 사용자가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 
추가 보안을 위해 MFA를 설정합니다. API 작업을 호출할 때 MFA가 필요하면 정책에 MFA 조건을 추가합
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Configuring MFA-protected API access(MFA 보호 API 액세스 구
성)를 참조하세요.

IAM의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의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AWS DeepLens 콘솔 사용
AWS DeepLens 콘솔에 액세스하려면 최소 권한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AWS 계정에서 AWS 
DeepLens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나열하고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최소 필수 권한보다 더 제한
적인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만들면 콘솔이 해당 정책에 연결된 개체(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대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당 개체가 AWS DeepLens 콘솔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AWS 관리형 정책도 개체에 연결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에게 권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DeepLensIoTThingAccess", 
            "Effect": "Allow", 
            "Action": [ 
                "iot:CreateThing", 
                "iot:DeleteThing", 
                "iot:DeleteThingShadow", 
                "iot:DescribeThing", 
                "iot:GetThingShadow", 
                "iot:UpdateThing", 
                "iot:UpdateThingShadow" 
            ], 
            "Resource": [ 
                "arn:aws:iot:*:*:thing/deeplens_*" 
            ] 
        }, 
        { 
            "Sid": "DeepLensIoTCertificateAccess", 
            "Effect": "Allow", 
            "Action": [ 
                "iot:AttachThingPrincipal", 
                "iot:DetachThingPrincip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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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 
                "arn:aws:iot:*:*:thing/deeplens_*", 
                "arn:aws:iot:*:*:cert/*" 
            ] 
        }, 
        { 
            "Sid": "DeepLensIoTCreateCertificateAndPolicyAccess", 
            "Effect": "Allow", 
            "Action": [ 
                "iot:CreateKeysAndCertificate", 
                "iot:CreatePolicy", 
                "iot:CreatePolicyVersion" 
            ], 
            "Resource": [ 
                "*" 
            ] 
        }, 
        { 
            "Sid": "DeepLensIoTAttachCertificatePolicyAccess", 
            "Effect": "Allow", 
            "Action": [ 
                "iot:AttachPrincipalPolicy" 
            ], 
            "Resource": [ 
                "arn:aws:iot:*:*:policy/deeplens*", 
                "arn:aws:iot:*:*:cert/*" 
           ] 
        }, 
        { 
            "Sid": "DeepLensIoTDataAccess", 
            "Effect": "Allow", 
            "Action": [ 
                "iot:GetThingShadow", 
                "iot:UpdateThingShadow" 
            ], 
            "Resource": [ 
                "arn:aws:iot:*:*:thing/deeplens_*" 
            ] 
        }, 
        { 
            "Sid": "DeepLensIoTEndpointAccess", 
            "Effect": "Allow", 
            "Action": [ 
                "iot:DescribeEndpoint" 
            ], 
            "Resource": [ 
                "*" 
            ] 
        }, 
        { 
            "Sid": "DeepLensAccess", 
            "Effect": "Allow", 
            "Action": [ 
                "deeplens:*" 
            ], 
            "Resource": [ 
                "*" 
            ] 
        }, 
        { 
            "Sid": "DeepLensS3ObjectAccess",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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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s3:::deeplens*/*" 
            ] 
        }, 
        { 
            "Sid": "DeepLensS3Buckets", 
            "Effect": "Allow", 
            "Action": [ 
                "s3:DeleteBucket",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deeplens*" 
            ] 
        }, 
        { 
            "Sid": "DeepLensCreateS3Buckets", 
            "Effect": "Allow", 
            "Action": [ 
                "s3:CreateBucket" 
            ], 
            "Resource": [ 
                "*" 
            ] 
        }, 
        { 
            "Sid": "DeepLensIAMPassRoleAccess", 
            "Effect": "Allow", 
            "Action": [ 
                "iam:PassRole" 
            ], 
            "Resource": [ 
                "*"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PassedToService": [ 
                        "greengrass.amazonaws.com", 
                        "sagemaker.amazonaws.com" 
                    ] 
                } 
            } 
        }, 
        { 
            "Sid": "DeepLensIAMLambdaPassRoleAccess", 
            "Effect": "Allow", 
            "Action": [ 
                "iam:PassRole" 
            ], 
            "Resource": [ 
                "arn:aws:iam::*:role/deeplens*"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PassedToService": "lambda.amazonaws.com" 
                } 
            } 
        }, 
        { 
            "Sid": "DeepLensGreenGrassAccess", 
            "Effect": "Allow", 
            "Action": [ 
                "greengrass:AssociateRoleToGroup", 
                "greengrass:AssociateServiceRoleToAccount", 
                "greengrass:CreateResourceDefinition", 
                "greengrass:CreateResourceDefinitionVersion", 
                "greengrass:CreateCore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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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grass:CreateCoreDefinitionVersion", 
                "greengrass:CreateDeployment", 
                "greengrass:CreateFunctionDefinition", 
                "greengrass:CreateFunctionDefinitionVersion", 
                "greengrass:CreateGroup", 
                "greengrass:CreateGroupCertificateAuthority", 
                "greengrass:CreateGroupVersion", 
                "greengrass:CreateLoggerDefinition", 
                "greengrass:CreateLoggerDefinitionVersion", 
                "greengrass:CreateSubscriptionDefinition", 
                "greengrass:Create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greengrass:DeleteCoreDefinition", 
                "greengrass:DeleteFunctionDefinition", 
                "greengrass:DeleteGroup", 
                "greengrass:DeleteLoggerDefinition", 
                "greengrass:DeleteSubscriptionDefinition", 
                "greengrass:DisassociateRoleFromGroup", 
                "greengrass:DisassociateServiceRoleFromAccount", 
                "greengrass:GetAssociatedRole", 
                "greengrass:GetConnectivityInfo", 
                "greengrass:GetCoreDefinition", 
                "greengrass:GetCoreDefinitionVersion", 
                "greengrass:GetDeploymentStatus", 
                "greengrass:GetDeviceDefinition", 
                "greengrass:GetDeviceDefinitionVersion", 
                "greengrass:GetFunctionDefinition", 
                "greengrass:GetFunctionDefinitionVersion", 
                "greengrass:GetGroup", 
                "greengrass:GetGroupCertificateAuthority", 
                "greengrass:GetGroupCertificateConfiguration", 
                "greengrass:GetGroupVersion", 
                "greengrass:GetLoggerDefinition", 
                "greengrass:GetLoggerDefinitionVersion", 
                "greengrass:GetServiceRoleForAccount", 
                "greengrass:GetSubscriptionDefinition", 
                "greengrass:GetSubscriptionDefinitionVersion", 
                "greengrass:ListCoreDefinitionVersions", 
                "greengrass:ListCoreDefinitions", 
                "greengrass:ListDeployments", 
                "greengrass:ListDeviceDefinitionVersions", 
                "greengrass:ListDeviceDefinitions", 
                "greengrass:ListFunctionDefinitionVersions", 
                "greengrass:ListFunctionDefinitions", 
                "greengrass:ListGroupCertificateAuthorities", 
                "greengrass:ListGroupVersions", 
                "greengrass:ListGroups", 
                "greengrass:ListLoggerDefinitionVersions", 
                "greengrass:ListLoggerDefinitions", 
                "greengrass:ListSubscriptionDefinitionVersions", 
                "greengrass:ListSubscriptionDefinitions", 
                "greengrass:ResetDeployments", 
                "greengrass:UpdateConnectivityInfo", 
                "greengrass:UpdateCoreDefinition", 
                "greengrass:UpdateDeviceDefinition", 
                "greengrass:UpdateFunctionDefinition", 
                "greengrass:UpdateGroup", 
                "greengrass:UpdateGroupCertificateConfiguration", 
                "greengrass:UpdateLoggerDefinition", 
                "greengrass:UpdateSubscriptionDefinition" 
            ], 
            "Resource": [ 
                "*" 
            ] 
        }, 
        { 
            "Sid": "DeepLensLambdaAdminFunction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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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Action": [ 
                "lambda:CreateFunction", 
                "lambda:DeleteFunction", 
                "lambda:GetFunction",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lambda:ListFunctions", 
                "lambda:ListVersionsByFunction", 
                "lambda:PublishVersion", 
                "lambda:UpdateFunctionCode", 
                "lambda:UpdateFunctionConfiguration" 
            ], 
            "Resource": [ 
                "arn:aws:lambda:*:*:function:deeplens*" 
            ] 
        }, 
        { 
            "Sid": "DeepLensSageMakerAccess", 
            "Effect": "Allow", 
            "Action": [ 
                "sagemaker:CreateTrainingJob", 
                "sagemaker:DescribeTrainingJob", 
                "sagemaker:StopTrainingJob" 
            ], 
            "Resource": [ 
                "arn:aws:sagemaker:*:*:training-job/deeplens_*" 
            ] 
        }, 
        { 
            "Sid": "DeepLensAcuityStreamAccess", 
            "Effect": "Allow", 
            "Action": [ 
                "acuity:CreateStream", 
                "acuity:DescribeStream", 
                "acuity:DeleteStream" 
            ], 
            "Resource": [ 
                "arn:aws:acuity:*:*:stream/deeplens*/*" 
            ] 
        }, 
        { 
            "Sid": "DeepLensAcuityEndpointAccess", 
            "Effect": "Allow", 
            "Action": [ 
                "acuity:GetDataEndpoint" 
            ], 
            "Resource": [ 
                "*" 
            ] 
        } 
    ]
}

보다 세분화된 액세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는 일반적으로 API 호출이 아닌 콘솔을 통해 액세스됩
니다. AWS DeepLens에 대한 공개 API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권한을 볼 수 있도록 허용
이 예제는 IAM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자격 증명에 연결된 인라인 및 관리형 정책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정책에는 콘솔에서 또는 AWS CLI나 AWS API를 사용하여 프로그래
밍 방식으로 이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 
    "Version": "2012-10-17", 

154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문제 해결

    "Statement": [ 
        { 
            "Sid": "ViewOwnUserInfo", 
            "Effect": "Allow", 
            "Action": [ 
                "iam:GetUserPolicy", 
                "iam:ListGroupsForUser", 
                "iam:ListAttachedUserPolicies", 
                "iam:ListUserPolicies", 
                "iam:GetUser" 
            ], 
            "Resource": ["arn:aws:iam::*:user/${aws:username}"] 
        }, 
        { 
            "Sid": "NavigateInConsole", 
            "Effect": "Allow", 
            "Action": [ 
                "iam:GetGroupPolicy", 
                "iam:GetPolicyVersion", 
                "iam:GetPolicy", 
                "iam:ListAttachedGroupPolicies", 
                "iam:ListGroupPolicies", 
                "iam:ListPolicyVersions", 
                "iam:ListPolicies", 
                "iam:ListUsers" 
            ], 
            "Resource": "*" 
        } 
    ]
}

AWS DeepLens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AWS DeepLens 및 IAM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할 수 있
습니다.

주제
• AWS DeepLens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p. 155)
• IAM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PassRole (p. 155)

AWS DeepLens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수신되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 오류는 mateojackson IAM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가상 my-example-widget 리소스에 대
한 세부 정보를 보려고 하지만 가상 DeepLens:GetWidget 권한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User: arn:aws:iam::123456789012:user/mateojackson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DeepLens:GetWidget on resource: my-example-widget

이 경우 DeepLens:GetWidget 작업을 사용하여 my-example-widget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mateojackson 사용자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관리자는 로그인 보안 인증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IAM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PassRole
iam:PassRo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수신되면 AWS DeepLens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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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AWS 서비스에서는 새 서비스 역할 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는 대신, 해당 서비스에 기존 역할
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가 서비스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
다.

다음 예시 오류는 marymajor라는 IAM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AWS DeepLens에서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려면 서비스에 서비스 역할이 부여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Mary는 서비스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User: arn:aws:iam::123456789012:user/marymajor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PassRole

이 경우 Mary가 iam:PassRo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Mary의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관리자는 로그인 보안 인증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업데이트 관리
AWS DeepLens는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에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작업은 AWS DeepLens 콘솔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패치의 경우 패
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AWS DeepLens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새로운 기능으로 주기적으로 제
공합니다. 이미지를 다시 플래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규정 준수
AWS 서비스가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려면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스를 참조하고 관심 있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인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
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에서 보
고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AWS 서비스 사용 시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의 규정 준수 목표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에서는 규정 준수를 지원할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 – 이 배포 안내서에서는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AWS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Amazon Web Services에서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술 백서 설계 - 이 백서는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
여 HIPAA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e

모든 AWS 서비스에 HIPAA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HIPAA 적격 서비스 참
조를 참조하세요.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고객 조직이 속한 산업 및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워크북 및 가이드 모음입니다.
•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의 규칙을 사용하여 리소스 평가 – AWS Config 서비스는 내부 사례, 산업 지침 

및 규제에 대한 리소스 구성의 준수 상태를 평가합니다.
• AWS Security Hub - 이 AWS 서비스는 AWS 내의 보안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기를 제공합니다. 

Security Hub에서는 보안 제어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평가하고 보안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를 준수하
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서비스 및 제어 목록은 Security Hub 제어 참조를 참조하세요.

• AWS Audit Manager - 이 AWS 서비스는 AWS 사용을 지속해서 감사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규정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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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수명 종료
2024년 1월 31일부터 더 이상AWS 관리AWS DeepLens 콘솔을 통해 액세스하거나AWS DeepLens 장치를 
관리하거나 생성한 프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AWS DeepLens수명 종료 (이) 를 자주 묻는 질문
다음 섹션을 통해 수명AWS DeepLens 종료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세요.

Q. 단종일 (EOL) 이 지나면 내AWS DeepLens 리소스는 어떻게 됩
니까?
2024년 1월 31일 이후에는AWS DeepLens 모델, 프로젝트 및 장치 정보에 대한 모든 참조가AWS DeepLens 
서비스에서 삭제됩니다. 더 이상AWS 콘솔에서AWS DeepLens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액세스할 수 없으며
AWS DeepLens API를 호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Q. EOL 날짜 이후 계정에 남아 있는AWS DeepLens 리소스에 대
한 요금이 청구됩니까?
Amazon S3 버킷AWS DeepLens,AWS Lambda 함수,AWS IoT 사물 및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과 같이 생성된 리소스는 2024년 1월 31일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에 계속 존재합니
다.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이후에 요금이AWS DeepLens 청구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단계를 (p. 160) 모
두 따라 리소스를 삭제하세요.

Q.AWS DeepLens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AWS DeepLens 삭제하고AWS DeepLens 기기를 초기 설정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AWS DeepLens디바이스 리소스 삭제”.

Q. EOL (EOL) 날짜 이후에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까?
2024년 1월 31일까지AWS DeepLens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AWS DeepLens 콘
솔이나 API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API를 호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AWS DeepLens

Q. 내AWS DeepLens 장치는 계속해서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WS DeepLens2024년 1월 31일 이후에는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AWS DeepLens장치에 배포된 일부 응
용 프로그램은 EOL 날짜 이후에도 계속 실행될 수 있지만,AWS 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와 관련된 해결
책을 제공하지 않으며AWS DeepLens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Q.AWS AI/ML을 계속 실습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실습 기계 학습 도구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를 AWS DeepRacer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3D 레
이싱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1/18 스케일 자율 경주용 자동차를 위한 강화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Amazon SageMaker Studio Lab을 사용하여 설정이 필요 없는 무료 개발 환경에서 학습하고 실험해 보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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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Amazon Rekognition Rekognition으로 이미지 및 비디오 분석을 자동화하거나 엣지에서 컴퓨터 비전을
AWS Panorama사용하여 운영을 개선하십시오.

Q.AWS DeepLens 디바이스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마존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AWS DeepLens 기기를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은 배송 및 재활용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AWS DeepLens디바이스 리소스 삭제
다음 섹션에서는 Secure Shell (SSH) 프로토콜을 통해AWS DeepLens 디바이스에서 모델을 내보내는 프로
세스, 에서 사용하는 나머지 클라우드 리소스를 삭제하는 프로세스AWS DeepLens,AWS DeepLens 디바이
스를 공장 설정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SSH 터미널을 통해AWS DeepLens 장치에 액세스  (p. 158)
• AWS DeepLens기기에서 모델 아티팩트 검색  (p. 158)
• AWS DeepLens기기에서 모델 아티팩트 삭제  (p. 159)
• AWS DeepLens기기에서 사용자 로그 삭제  (p. 159)
• 를 통해 배포된 Lambda 함수를 삭제합니다.AWS IoT Greengrass (p. 159)
• AWS DeepLens기기에서 모델 아티팩트 삭제  (p. 159)

SSH 터미널을 통해AWS DeepLens 장치에 액세스

SSH 터미널을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액세스하려면 먼저AWS DeepLens 디바이스의 SSH 서버를 켜야 합니
다. 이 프로세스는AWS DeepLens 하드웨어 버전마다 다릅니다. 하드웨어 버전은 장치 하단에 인쇄되어 있
습니다. 장치 버전 1.1에는AWS DeepLens 장치 하단에 V1.1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치에 V1.1 표시가 없으
면AWS DeepLens V1입니다.

• AWS DeepLens디바이스 V1에서 SSH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AWS DeepLens 디바
이스 설정 (p. 27).

• AWS DeepLens디바이스 V1.1에서 SSH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보기 또는 업데이트
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 설정 (p. 19).

AWS DeepLens디바이스 SSH 서버가 켜져 있는지 확인한 후 SSH 세션을 시작하려면 디바이스의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AWS DeepLens콘솔을 통해AWS DeepLens 장치의 IP 주소를 가져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
오.

1. AWS콘솔에 로그인하고 로 이동합니다 AWS DeepLens.
2. 기본 탐색 창에서 장치를 선택합니다.
3. 장치 목록에서 장치를 선택하여AWS DeepLens 장치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4. 디바이스 세부 정보 섹션에서 선택한AWS DeepLens 디바이스의 로컬 IP 주소를 복사합니다.

AWS DeepLens기기에서 모델 아티팩트 검색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AWS DeepLens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AWS DeepLens장치와 컴퓨터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터미널을 시작하고 your_device_ip# SSH #### ##AWS DeepLens ### ###  (p. 158) ###

# ### IP 주소로 대체하여 다음 SSH 명령을 입력합니다.

ssh aws_cam@your_device_ip

158

http://aws.amazon.com/sagemaker/studio-lab/
http://aws.amazon.com/rekognition/
http://aws.amazon.com/panorama/
https://amazonrecycling-us.re-teck.com/recycling/home
https://console.aws.amazon.com/deeplens/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AWS DeepLens디바이스 리소스 삭제

4.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아티팩트 폴더로 이동하고 해당 내용을 나열합니다.

cd /opt/awscam/artifacts && ls

5. SSH 세션을 종료합니다.
6. AWS DeepLens디바이스에서 컴퓨터로 아티팩트 폴더를 복사하려면 터미널을 시작하고 다음 명령을 입

력합니다.

scp -r aws_cam@your_device_ip:/opt/awscam/artifacts/ ./artifacts/

7. 메시지가 나타나면AWS DeepLens 장치 암호를 입력합니다.
8. 복사 작업이 마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AWS DeepLens기기에서 모델 아티팩트 삭제

1. 터미널을 시작하고 다음 SSH 명령을 입력합니다.

ssh aws_cam@your_device_ip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sudo su

3. 메시지가 나타나면AWS DeepLens 장치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모델 아티팩트를 삭제합니다.

rm /opt/awscam/artifacts/*

AWS DeepLens기기에서 사용자 로그 삭제

1. 터미널을 시작하고 다음 SSH 명령을 입력합니다.

ssh aws_cam@your_device_ip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sudo su

3. 메시지가 나타나면AWS DeepLens 장치 암호를 입력합니다.
4.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사용자 로그를 삭제합니다.

rm ‐r /opt/awscam/greengrass/ggc/var/log/user

를 통해 배포된 Lambda 함수를 삭제합니다.AWS IoT Greengrass

1. 터미널을 시작하고 다음 SSH 명령을 입력합니다.

ssh aws_cam@your_device_ip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사용자 로그를 삭제합니다.

rm /opt/awscam/greengrass/ggc/deployment/lambda/*

159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AWS DeepLens클라우드 리소스 삭제 

AWS DeepLens클라우드 리소스 삭제
장치를 등록하고AWS DeepLens 콘솔을 사용하면 서비스가AWS DeepLens 모델, 프로젝트 및 장치 외에도
AWS 계정에 여러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리소스에는 Amazon S3 버킷,AWS Lambda 함수,AWS IoT 
사물 및 IAM 역할이 포함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나머지AWS DeepLens 클라우드 리소스를 모두 삭제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 AWS DeepLens콘솔에서 모델 항목 삭제  (p. 160)
• AWS DeepLens콘솔에서 프로젝트 삭제  (p. 160)
• AWS DeepLens디바이스 등록 취소  (p. 160)
• AWS DeepLensS3 버킷 삭제  (p. 160)
• AWS DeepLensIoT 리소스 삭제  (p. 161)
• AWS DeepLensLambda 함수 삭제  (p. 161)
• AWS DeepLensIAM 역할 삭제  (p. 161)

AWS DeepLens콘솔에서 모델 항목 삭제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AWS DeepLens에서 https://console.aws.amazon.com/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3. 삭제하고자 하는 모델을 선택한 후 삭제를 선택합니다.
4. 삭제하려는 모든 모델 항목에 대해 3단계를 반복합니다.

AWS DeepLens콘솔에서 프로젝트 삭제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AWS DeepLens에서 https://console.aws.amazon.com/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삭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4. 작업에 대해 삭제를 선택합니다.
5. 삭제하려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3단계와 4단계를 반복합니다.

AWS DeepLens디바이스 등록 취소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AWS DeepLens에서 https://console.aws.amazon.com/ 
deeplens/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장치를 선택한 후 등록을 취소하려는 장치를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장치 페이지의 현재 프로젝트 옆에 있는 장치에서 현재 프로젝트 제거를 선택합니다.
4.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 를 선택해 확인합니다.
5. 장치 설정 옆에서 등록 취소를 선택합니다.
6. 메시지가 표시되면 등록 취소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7. 이제AWS DeepLens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장치 목록에 있는 모든AWS DeepLens 장치에 대해 이러

한 각 단계를 반복합니다.

AWS DeepLensS3 버킷 삭제

1. 에 로그인한 후 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s3/.AWS Management 
Con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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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킷 목록 검색 표시줄에AWS DeepLens S3 버킷만 표시하려면deeplens-* 를 입력합니다.
3. 삭제하려는 버킷 이름 옆에 있는 옵션을 선택한 후 페이지 상단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Note

버킷에 객체가 포함된 경우 버킷을 삭제하기 전에 This bucket is not empty (이 버킷이 비어 있
지 않음) 오류 알림의 empty bucket configuration (빈 버킷 구성) 링크를 선택하고 버킷 비우기
페이지의 지침에 따라 버킷을 비웁니다. 그런 다음 버킷 삭제 페이지로 돌아가서 버킷을 삭제합
니다.

AWS DeepLensIoT 리소스 삭제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AWS IoT에서 https://console.aws.amazon.com/iot/ 콘솔
을 엽니다.

2. AWS IoT항목을 삭제하려면:

a. 탐색 창에서 관리를 선택합니다.
b. 모든 기기에서 사물을 선택합니다.
c. 사물 목록 검색 표시줄에서AWS DeepLens 사물만 표시하려면deeplens 를 입력합니다.
d. 삭제하려는 모든AWS IoT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한 후 페이지 상단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3. AWS IoT Greengrass리소스를 삭제하려면:

a.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다음 AWS IoT에서 https://console.aws.amazon.com/iot/
콘솔을 엽니다.

b. 탐색 창에서 관리를 선택합니다.
c. Greengrass 디바이스에서 그룹 (V1) 을 선택합니다.
d. Greengrass 그룹 목록 검색 표시줄에AWS DeepLens 그룹만 표시하려면deeplens 를 입력합니

다.
e. 삭제할AWS IoT Greengrass 그룹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후 페이지 상단에서 삭제를 선택합니

다.

AWS DeepLensLambda 함수 삭제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lambda/에서 AWS 
Lambda console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함수를 선택합니다.
3. 함수 목록 검색 표시줄에서deeplens 를 입력하여AWS DeepLens Lambda 함수만 표시합니다.
4. 삭제하려는 Lambda 함수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후 페이지 상단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AWS DeepLensIAM 역할 삭제

1. AWS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iam/
2. 탐색 창에서 역할(Roles)을 선택합니다.
3. 역할 목록 검색 표시줄에서deeplens 를 입력하여 필터링된AWS DeepLens 역할 목록을 표시합니다.
4. 삭제하려는 역할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후 페이지 상단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AWS DeepLens장치 문제 해결
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추가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 AWS DeepLens 문제 해결 (p. 108)

161

https://console.aws.amazon.com/iot/
https://console.aws.amazon.com/iot/
https://console.aws.amazon.com/lambda/
https://console.aws.amazon.com/iam/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AWS DeepLens장치 문제 해결 

• AWS DeepLens포럼.
• AWS DeepLens FAQ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awsdeeplens@amazon.com 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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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eepLens 문서 기록
• API 버전: 2017-08-31

다음 표에는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서 문서에 추가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릴리스AWS DeepLens2019 에디
션 (v1.1) (p. 163)

디바이스 등록 환경을 개선하
고 다음에 대한 지원을 추가합
니다. SageMaker 자동 추론 최
적화를 위한 Neo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
세요.등록AWS DeepLens2019 
에디션 (v1.1) 디바이스과사용 
SageMaker 추론을 최적화하는 
NeoAWS DeepLens.

2019년 7월 10일

조류 분류 샘플 프로젝
트 (p. 163)

AWS DeepLens 샘플 프로젝트에 
새 분류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새 분류 샘플 프로젝트를 참
조하십시오.

2019년 4월 8일

로 만든 모델 Support TensorFlow 
핸드 카페 (p. 163)

Add TensorFlow 그리고 Caffe는 
지원되는 모델링 프레임워크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
오.지원 TensorFlow 모델 및 계
층과지원되는 카페 모델 및 레이
어.

2018년 6월 14일

간소화된 IAM 역할 생
성 (p. 163)

다음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IAM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AWS 
DeepLens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앱 프로젝트AWS DeepLens콘솔. 
자세한 내용은 디바이스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6월 14일

보안 부팅 (p. 163) 안전한 부팅을 추가합니다. AWS 
DeepLens 디바이스는 권한이 없
는 운영 체제가 설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부팅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안전하게 디바이스 부팅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6월 14일

Amazon Kinesis Video 
Streams (p. 163)

Kinesis Video StreamsAWS 
DeepLens에서 비디오 피드를 
보내는 비디오 라이브러리AWS 
DeepLens지정된 기간 동안 디
바이스를 Kinesis 비디오 스트림
에 전송합니다. 피드는 추가 비전 
분석을 위한 입력 또는 컴퓨터 비
전 딥 러닝 모델을 위한 교육 데이
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eepLens Kinesis 

2018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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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Integration 라이브러리 모
듈을 참조하십시오.

브라우저에서 장치 출력 스트림을 
볼 수 있는 기능 (p. 163)

처리되지 않은 디바이스 스트림 
또는 처리된 프로젝트 스트림을 
보는 데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브라우저에서 AWS 
DeepLens 디바이스 출력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2018년 6월 14일

이름이 지정된 장치 설정 
URL (p. 163)

http://deeplens.config의 
URL을 통해 AWS DeepLens 디바
이스 설정 앱에 액세스할 수 있도
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바이
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6월 5일

문제 해결 안내서 (p. 163) 일반적인 AWS DeepLens 문제 해
결에 대해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
과 대답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문제 해결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2018년 5월 3일

글루온 지원 (p. 163) Gluon 모델에 대한 지원을 추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luon API
로 공개되는, 지원되는 MXNet 모
델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3월 13일

가져오기 SageMaker (p. 163) 로 학습한 모델을 가져오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SageMaker. 자세한 내용을 알
아보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
요.가져오기 SageMaker-트레이닝 
모델.

2018년 2월 22일

모델 최적화 (p. 163) 모델이 CPU 대신 GPU에서 실
행되도록 사용자 지정 모델을 최
적화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모
델 최적화 및 모델 최적화(mo) 모
듈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1월 31일

AWS DeepLens 개발자 안내
서 (p. 163)

MXNet을 포함한 일반적인 딥 러
닝 프레임워크에서 교육된 추론 
모델을 사용해 AWS DeepLens에
서 엣지 최적화 컴퓨터 비전 애플
리케이션을 빌드하기 위한 프로
그래머 안내서의 최초 릴리스입니
다.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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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AWS 최신 용어는 AWS 일반 참조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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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glos-cha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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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cl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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