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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
트란 무엇입니까?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에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포함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
브러리입니다.Amazon DynamoDB설계.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채워지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베
이스에 구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송 중 및 유휴 상태의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일반 텍스트 데이터
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AWS. Apache 2.0 라이선스에 따라 DynamoDB 암호화 클
라이언트는 무료 제공됩니다.

Important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되지 않은 기존 DynamoDB 테이블 데이터의 암호화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

이 개발자 가이드는 다음을 포함하여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개념적 개요를 제공합니다.아키텍처 
소개 (p. 5), 세부 정보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 (p. 2)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지DynamoDB 서버 측 암호화 (p. 6), 지침애플리케이션에 중요한 구성 요소 선택 (p. 11)및 각 예제의 
예프로그래밍 언어 (p. 31)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DynamoDB 애플리케이션용으로 특별히 설계됨

암호화 전문가가 아니어도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현에는 기존 
DynamoDB 애플리케이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도우미 메서드가 포함됩니다.

필수 구성 요소를 생성 및 구성한 후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테이블 항목을 테이블에 추가할 
때 투명하게 암호화하고 서명하며, 가져올 때 확인하고 해독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모든DynamoDB 데이터 형식및 다음과 같은 대부분의 Amazon 
DynamoDB 기능전역 테이블. 하지만 이전 버전의 전역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구성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버전 글로벌 테이블 관련 문제 (p. 52) 섹션을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화 및 서명 포함

DynamoDB Encryption Client에는 고유한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각 테이블 항목의 속성 값을 암호화한 
다음 항목에 서명하여 속성 추가 또는 삭제 또는 암호화된 값 교환과 같은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안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스의 암호화 자료 사용

사용자 지정 구현 또는 다음과 같은 암호화 서비스 또는 사용자 지정 구현 등 모든 소스의 암호화 키와 
함께 DynamoDB Encryption Cli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또는AWS CloudHSM.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AWS 계정또는 임의AWS서비스.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 상호 연동 가능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는 다음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개발됩니다. GitHub. 이
러한 라이브러리는 현재 Java 및 Pyth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구현은 상호 연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Java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Python 클라이언트로 암호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AWS Encryption SDK또는Amazon S3 암호화 클라이언트. 하
나의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로 암호화하고 다른 라이브러리로 해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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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HowItWorks.NamingRulesDataTypes.html#HowItWorks.DataTypes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GlobalTables.html
https://docs.aws.amazon.com/kms/latest/developerguide/
https://docs.aws.amazon.com/cloudhsm/latest/userguide/
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java/
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python/
https://docs.aws.amazon.com/encryption-sdk/latest/developer-guide/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UsingClientSideEncryp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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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리포지토리에 업로드됨

오픈 소스 리포지토리에 업로드됨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다음 웹 사이트의 오픈 소스 리포지토리에서 개발되었습니다. 
GitHub. 이러한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코드를 보고, 문제를 읽고 제출하며, 언어 구현에 특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Java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aws-dynamodb-encryption-java
•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aws-dynamodb-encryption-python

Support 및 유지 관리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것을 사용합니다.유지 관리 정책그,AWSSDK 및 도구는 버전 관리 
및 수명 주기 단계를 포함하여 를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DynamoDB Encryption 
Client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각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은 별도의 오픈 소스에서 개발됩니다. GitHub 리
포지토리. 각 버전의 수명 주기와 지원 단계는 저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ynamoDB 암호
화 클라이언트의 특정 버전이 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일반 공급 (전체 지원) 단계에 있을 수 있지만 end-of-
support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단계. 가능하면 완전히 지원되는 버전을 사용하고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버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버전의 수명 주기 단계를 확인하려
면SUPPORT_POLICY.rst파일을 각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리포지토리에 저장합니다.

• Java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지원_정책.rst
•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지원_정책.rst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SDK 및 도구 유지 관리 정책의AWSSDK 및 도구 참조 가이드.

피드백 보내기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거나 보고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리소스를 
사용하십시오.

•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알리다AWS보안. 공개적으로 작
성하지 마십시오 GitHub 문제.

•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aws-dynamodb-encryption-java또는aws-
dynamodb-encryption-python GitHub 리포지토리.

•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이 페이지의 피드백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음
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aws-dynamodb-encryption-docs, 이 설명서의 오픈 소스 리포지토리 GitHub.

암호화 및 서명되는 필드
다이나모DB에서, a표는 항목의 집합입니다. 각 항목은 속성 모음입니다. 각 속성마다 이름과 값이 있습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속성 값을 암호화합니다. 그런 다음 속성에 대한 서명을 계산합니다. 암
호화할 속성 값과 서명에 포함할 속성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새로 채워지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 구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ynamoDB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DynamoDB 애플리케이션에 암호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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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java/
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python/
https://docs.aws.amazon.com/sdkref/latest/guide/maint-policy.html
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java/blob/master/SUPPORT_POLICY.rst
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python/blob/master/SUPPORT_POLICY.rst
https://docs.aws.amazon.com/sdkref/latest/guide/maint-policy.html
http://aws.amazon.com/security/vulnerability-reporting/
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java/
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python/
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python/
https://github.com/awsdocs/aws-dynamodb-encryption-docs/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HowItWorks.CoreComponents.html#HowItWorks.CoreComponents.TablesItemsAttrib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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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값 암호화

암호화는 속성 값의 기밀성을 보호합니다. 서명은 서명된 모든 속성과 서로의 관계에 대한 무결성을 제공하
며 인증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속성 추가 또는 삭제, 또는 암호화 값 중 하나를 다른 값으로 대체
하는 등 항목에 대한 무단 변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항목에서 테이블 이름, 모든 속성 이름, 암호화하지 않는 속성 값, 기본 키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속
성의 이름과 값 등 일부 데이터는 일반 텍스트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필드에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지 마십
시오.

주제
• 속성 값 암호화 (p. 3)
• 항목에 서명 (p. 3)
• 암호화 및 서명된 항목 (p. 4)

속성 값 암호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지정한 속성의 값 (이름은 아님) 을 암호화합니다. 암호화된 속성 값을 확
인하려면 속성 작업 (p. 8)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example과test속성.

'example': 'data',
'test': 'test-value',
...

암호화하는 경우example속성이지만 암호화하지 마십시오.test속성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
다. 암호화example속성 값은 문자열 대신 이진 데이터입니다.

'example': Binary(b"'b\x933\x9a+s\xf1\xd6a\xc5\xd5\x1aZ\xed\xd6\xce\xe9X\xf0T\xcb\x9fY\x9f
\xf3\xc9C\x83\r\xbb\\"),
'test': 'test-value'
...

각 항목의 기본 키 속성인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은 가 테이블에서 항목을 찾는 데 사용하므로 일반 텍스트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명해야 하지만 암호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Warning

기본 키 속성은 암호화하지 마십시오. 일반 텍스트로 남겨 두어야 에서 전체 테이블 스캔을 실행하
지 않고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래밍 언어의 도우미는 기본 키 속성을 식별하고 해당 값이 서명되었지만 암호화되지 않았는지 확인
합니다. 기본 키를 식별한 다음 암호화하려 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특수 목적으로 기본 키
를 암호화해야 하는 경우 하위 수준의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항목 암호화 (p. 8)직접 하지만 DynamoDB
에서 전체 테이블 스캔을 실행하지 않고 항목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도 암호화하거나 서명하지 않습니다.자료 설명 속성 (p. 9)에서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항목을 확인 및 해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항목에 서명
지정된 속성 값을 암호화하고 나면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지정하는 속성의 이름 및 값 위에서 
디지털 서명을 계산합니다.속성 작업 (p. 8)객체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항목에 추가하는 속성에 서명을 저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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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이름을 제공하면 서명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명된 항목이 다른 테이블
로 이동되었는지 (예: 악의적으로) 에서 직원 레코드를 이동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
다.AllEmployees에TrustedEmployees테이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에서 테이블 이름을 가
져옵니다.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에서 이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반드시 서명에 기본 키를 포함해야 합니다. 도우미를 사용할 때의 기본 동작입니다. 서명은 기본 키와 항목의 
다른 속성 간의 관계를 캡처하고 서명 유효성 검사는 관계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설명 속성 (p. 9)은 암호화되거나 서명되지 않습니다.

암호화 및 서명된 항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 및 서명할 때 그 결과는 암호화된 속성 값이 있는 표
준 DynamoDB 테이블 항목입니다.

아래 그림은 암호화 및 서명된 테이블 항목의 일부를 보여 줍니다.

다음 그림은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암호화하고 서명하는 테이블 항목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 
줍니다.

• 모든 속성 이름은 일반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 기본 키 속성의 값은 일반 텍스트입니다. 이 예에서 파티션 키 이름은 입니다.partition_attribute정

렬 키 이름은 입니다.sort_attribute.
• 클라이언트에게 암호화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속성의 값은 일반 텍스트로 유지됩니다. 이 예시에서의 값

은test속성은 일반 텍스트입니다.
• 암호화된 속성의 값은 이진 데이터입니다.
• 클라이언트가 서명 속성을 추가합니다 (*amzn-ddb-map-sig*항목을 합니다. 이 값은 항목 서명입니다.
• 클라이언트는 자료 설명 속성 (p. 9)(*amzn-ddb-map-desc*)을 항목에 추가합니다. 이 값은 속성이 

암호화되고 서명된 방법을 설명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항목을 확인 및 해독합니다. 
자료 설명 속성은 암호화되거나 서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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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작동 방식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DynamoDB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보호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라
이브러리에는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구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요
소는 추상 요소로 표시되므로 호환되는 사용자 지정 구성 요소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항목 암호화 및 서명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핵심은항목 암호화테이블 항목을 암호화, 서명, 확인 및 해독합니다. 항목 
암호화 도구는 테이블 항목에 대한 정보와 암호화 및 서명할 항목에 대한 지침을 사용합니다. 또한 암호화 자
료와 이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사용자가 선택 및 구성하는 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에서 
가져옵니다.

다음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종합적인 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하고 서명하려면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 다음이 필요합니다.

•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DynamoDB 암호화 컨텍스
트 (p. 10)당신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일부 헬퍼는 DynamoDB 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고 사용자를 
위해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를 만듭니다.

Note

이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암호화 컨텍스트에서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및AWS Encryption SDK.

• 암호화 및 서명할 속성. 제공하는 속성 작업 (p. 8)에서 이 정보를 가져옵니다.
• 암호화 및 서명 키를 포함하는 암호화 자료. 이러한 자료는 선택 및 구성하는 암호화 자료 공급

자 (p. 8)(CMP)에서 가져옵니다.
• 항목 암호화 및 서명 지침. CMP는 암호화 및 서명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암호화 자료 사용 관련 지침을 실

제 자료 설명 (p. 9)에 추가합니다.

항목 암호화 도구 (p. 8)는 이러한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항목을 암호화하고 서명합니다. 또한 항목 암호
화 도구는 암호화 및 서명 지침(실제 자료 설명)을 포함하는 자료 설명 속성 (p. 9)과, 서명을 포함하는 속
성, 이 두 가지 속성을 항목에 추가합니다. 항목 암호화기와 직접 상호 작용하거나 항목 암호화기와 상호 작
용하는 도우미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 기본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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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암호화된 서명된 데이터가 포함된 DynamoDB 항목이 생성됩니다.

테이블 항목 확인 및 해독

이러한 구성 요소는 다음 다이어그램과 같이 항목을 확인하고 해독하기 위해 함께 작동합니다.

항목을 확인하고 암호 해독하려면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구성 요소, 동일한 
구성을 가진 구성 요소 또는 항목의 암호 해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
• 확인하고 해독할 속성. 이러한 정보는 속성 작업 (p. 8)에서 가져옵니다.
• 확인 및 해독 키를 포함하는 해독 자료. 이러한 정보는 사용자가 선택 및 구성하는 암호화 자료 공급

자 (p. 8)(CMP)에서 가져옵니다.

암호화된 항목에는 해당 항목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CMP의 레코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CMP, 
동일한 구성을 가진 CMP 또는 항목의 암호를 해독하도록 설계된 CMP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항목의 암호화 및 서명된 방식에 대한 정보(암호화 및 서명 알고리즘 포함). 클라이언트는 항목의 자료 설
명 속성 (p. 9)에서 이러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항목 암호화 도구 (p. 8)는 이러한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항목을 확인 및 해독합니다. 또한 재질 설명과 
서명 속성도 제거됩니다. 그 결과 일반 텍스트 DynamoDB 항목이 생성됩니다.

클라이언트 측 및 서버 측 암호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암호화하고 DynamoDB에 보내기 전에 테이블 데
이터를 암호화하고 하지만 DynamoDB는 서버 측을 제공합니다.유휴 데이터 암호화는 테이블을 디스크에 보
관할 때 테이블을 사용자 모르게 암호화하고 사용자가 테이블에 액세스할 때 해독하는 기능입니다.

선택하는 도구는 데이터의 민감도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와 저장 데이터 암호화와 DynamoDB Encryption 암호화되고 서명된 항목을 DynamoDB에 전송
하는 경우 DynamoDB는 항목을 보호 중인 상태로 인식하지 못하며, 이진 속성 값이 있는 일반적인 테이블 항
목만 감지합니다.

서버 측 저장 데이터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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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지원유휴 데이터 암호화, a서버 측 암호화는 테이블을 디스크에 보관할 때 DynamoDB에서 테이
블을 사용자 모르게 암호화하고 사용자가 테이블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해독하는 기능.

사용하는 도구AWSDynamoDB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SDK는 HTTPS 연결 시 일시적으로 암호화되고 
DynamoDB 엔드포인트에서 해독되었다가 DynamoDB에 저장되기 전에 다시 암호화됩니다.

• 암호화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됩니다. DynamoDB는 디스크에 쓰는 모든 테이블을 사용자 모르게 암호화하
고 해독합니다.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 DynamoDB에서 암호화 키를 만들고 관리합니다. 각 테이블의 고유 키는AWS KMS key절대 떠나지 않
는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암호화되지 않은. 기본적으로 DynamoDB는AWS 소유 
키DynamoDB 서비스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AWS 관리형 키또는고객 관
리형 키계정에서 테이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테이블 데이터는 디스크에 암호화됩니다. 암호화된 테이블이 디스크에 저장될 때 DynamoDB는 다음
을 포함하여 모든 테이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기본 키로컬 및 글로벌보조 인덱스. 테이블에 정렬 키가 있
는 경우 범위 경계를 표시하는 정렬 키 중 일부가 테이블 메타데이터에 일반 텍스트 형태로 저장됩니다.

• 테이블과 관련된 객체도 암호화됩니다. 유휴 데이터 암호화DynamoDB 스트림,전역 테이블, 그리고백업내
구성 있는 미디어에 기록될 때마다

• 항목에 액세스하면 항목의 암호가 해독됩니다. 테이블에 액세스할 때 DynamoDB는 대상 항목을 포함하는 
테이블의 부분을 해독하고 일반 텍스트 항목을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end-to-end 소스에서 DynamoDB 스토리지까지 전송 데이터 
및 저장 데이터 보호 일반 텍스트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AWS. 하
지만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채워지지 않은 새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ynamoDB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DynamoDB 애플리케이션에 암호화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 데이터가 전송 및 저장 시 보호되며, 등 제3자에게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AWS.
• 테이블 항목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Encryption Client 에서 기본 키 속성 및 테이블 이름 등 테

이블 항목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서명을 계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명을 사용하면 속성 추가 또는 
삭제, 속성 값 바꾸기 등 항목에 대한 무단 변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 키가 생성되고 보호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를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AWS Key 
Management Service 또는 AWS CloudHSM 같은 암호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키를 생성 및 보호할 수 있습
니다.

•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에 의해암호화 구성 요소 공급자 선택 (p. 11)(CMP) 또
는 직접 작성하십시오. CMP는 고유 키가 생성되는 시점, 사용되는 암호화 및 서명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사용되는 암호화 전략을 결정합니다.

• DynamoDB Encryption Client 는 전체 테이블을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하나에서 선택한 항목을 암
호화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 항목에서 선택한 속성 값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전체 항목을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속성 이름 또는 기본 키 (파티션 및 정렬 키) 속성의 이름 
또는 값은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암호화/암호화되지 않는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 및 서명되는 
필드 (p. 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Encryption SDK

DynamoDB에 저장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는 경우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권장합니다.

AWS Encryption SDK는 일반 데이터를 암호화 및 해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라이브
러리입니다.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와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와 달리AWS Encryption SDK는 항목 수준의 무결성 검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기본 키의 암호화를 방지하거나 속성을 인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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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도구AWS Encryption SDK테이블의 요소를 암호화하려는 경우 DynamoDB Encryption Client 와 
호환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한 라이브러리로는 암호화하고 다른 라이브러리로는 해독할 수 없습니다.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개념
이 항목에서는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작동 방식 (p. 5).

주제
• 암호화 자료 공급자(CMP) (p. 8)
• 항목 암호화 도구 (p. 8)
• 속성 작업 (p. 8)
• 자료 설명 (p. 9)
•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
• 공급자 스토어 (p. 10)

암호화 자료 공급자(CMP)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때 첫 번째 작업 중 하나는암호화 자료 공급자 선
택 (p. 11)(CMP) (암호화 자료 공급자). 선택에 따라 나머지 구현의 상당 부분이 결정됩니다.

암호화 자료 공급자(CMP)는 항목 암호화 도구 (p. 8)에서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 및 서명하는 데 사용하
는 암호화 자료를 수집, 조합 및 반환합니다. CMP는 사용할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및 서명 키를 생성 및 
보호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CMP는 항목 암호화 장치와 상호 작용합니다. 항목 암호화는 CMP에서 암호화 또는 암호 해독 자료를 요청하
고 CMP가 항목 암호화기로 반환합니다. 그런 다음 항목 암호화기는 암호화 자료를 사용하여 항목을 암호화 
및 서명하거나 확인 및 해독합니다.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때 CMP를 지정합니다. 호환되는 사용자 지정 CMP를 만들거나 라이브러리에 있는 여
러 CM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MP는 여러 프로그램이 언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암호화 도구
이항목 암호화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하는 하위 수준의 구성 요소입니
다. 이 도구는 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로부터 암호화 자료를 요청한 다음, CMP에서 반환하는 자
료를 사용하여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 및 서명하거나 확인 및 해독합니다.

항목 암호화기와 직접 상호 작용하거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Java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AttributeEncryptor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우미 클래
스DynamoDBMapper직접 상호 작용하는 대신DynamoDBEncryptor항목 암호화 도구. Python 라이브러리
에는EncryptedTable,EncryptedClient, 및EncryptedResource항목 암호화기와 상호 작용하는 도우
미 클래스입니다.

속성 작업
속성 작업은 항목의 각 속성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항목 암호화 도구에 알려줍니다.

속성 작업 값은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암호화 및 서명— 속성 값을 암호화합니다. 항목 서명에 속성 (이름 및 값) 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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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전용— 속성을 항목 서명에 포함합니다.
• NOTHING— 속성을 암호화거나 서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의 경우 Encrypt and sign(암호화 및 서명)을 사용합니다. 기본 키 속성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의 경우 Sign only(서명만)를 사용합니다. 자료 설명 속성 (p. 9) 및 서명 속성은 서
명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속성에 속성 작업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성 작업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Encrypt and sign(암호화 및 서명)을 사용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테이블 항목을 보호한 후 속성에 대한 작업을 변경하면 서명 유
효성 검사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모델 변경 (p. 48) 섹션을 참조하세요.

Warning

기본 키 속성은 암호화하지 마십시오. DynamoDB가 전체 테이블 스캔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항목
을 찾을 수 있도록 일반 텍스트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만약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기본 키 속성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암호화하려 할 때 클
라이언트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속성 작업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은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다릅니다. 사용하는 헬퍼 클래스에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Python (p. 42)
• Java (p. 33)

자료 설명
암호화된 테이블 항목에 대한 자료 설명은 테이블 항목의 암호화 및 서명 방법에 대한 정보(예: 암호화 알고
리즘)로 구성됩니다. 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는 암호화 및 서명을 위해 암호화 자료를 결합할 때 
자료 설명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항목을 확인하고 해독하기 위해 암호화 자료를 조합해야 하는 경우 재료 설
명을 가이드로 사용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재료 설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련 요소를 나타냅니다.

요청한 자료 설명

특정 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에서는 암호화 알고리즘 같은 고급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선택 사항을 지정하려면 의 자료 설명 속성에 이름-값 페어를 추가합니다.DynamoDB 암호화 컨텍스
트 (p. 10)테이블 항목 암호화 요청에 있습니다. 이 요소를 요청한 자료 설명이라고 합니다. 요청된 재
료 설명의 유효한 값은 선택한 CMP에 의해 정의됩니다.

Note

재료 설명은 보안 기본값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요청된 재료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자료 설명

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에서 반환하는 자료 설명을 실제 자료 설명이라고 합니다. CMP가 
암호화 자료를 조립할 때 사용한 실제 값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청한 자료 설명 (있는 경우) 추가 
및 변경으로 구성됩니다.

자료 설명 속성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된 항목의 자료 설명 속성에 실제 자료 설명을 저장합니다. 재질 설명 속성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amzn-ddb-map-desc값은 실제 자료 설명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자료 설명 속성의 값
을 사용하여 항목을 확인 및 해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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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이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에 테이블 및 항목에 대한 정보를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 고급 
구현에서는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에요청한 자료 설명 (p. 9).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하는 경우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는 암호화된 속성 값에 암호로 바인딩됩니다. 
해독할 때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가 암호화에 사용된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와 대/소문자가 정확
히 일치하지 않으면 해독 작업이 실패합니다. 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항목 암호화 (p. 8)직접 암호화 또는 
해독 메서드를 호출할 때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헬퍼는 DynamoDB 암
호화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Note

이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관련이 없습니다.암호화 
컨텍스트에서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및AWS Encryption SDK.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에는 다음 필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드와 값은 선택 사항입니다.

• 테이블 이름
• 파티션 키 이름
• 정렬 키 이름
• 속성 이름-값 페어
• 요청한 자료 설명 (p. 9)

공급자 스토어
공급자 스토어는 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를 반환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공급자 저장소는 CMP
를 만들거나 다른 공급자 저장소와 같은 다른 소스에서 CMP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저장소는 저장된 
각 CMP가 요청자의 재질 이름과 버전 번호로 식별되는 영구 스토리지에 생성한 CMP의 버전을 저장합니다.

이Most Recent Provider (p. 20)에서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공급자 저장소에서 CMP를 가져오
지만 공급자 저장소를 사용하여 모든 구성 요소에 CMP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공급자 각각은 공
급자 스토어 하나와 연결되지만, 공급자 스토어는 여러 요청자의 여러 공급자로 CMP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저장소는 주문형 CMP의 새 버전을 만들고 새 버전과 기존 버전을 반환합니다. 또한 지정된 재질 이
름에 대한 최신 버전 번호를 반환합니다. 이를 통해 요청자는 제공자 저장소에 요청할 수 있는 CMP의 새 버
전이 있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MetaStore (p. 23)는 DynamoDB에 저장되고 내부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암호화되는 키를 사용하여 Wrip CMP를 생성하는 공급자 스토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공급자 스토어: 자바,파이썬
• MetaStore: 자바,파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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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자료 공급자 선택 방법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암호화 자료 공급
자 (p. 8)(CMP). CMP는 암호화 자료를 조립하고 항목 암호화 도구를 반환합니다. 또한 암호화 및 서명 키가 
생성되는 방법, 각 항목에 대해 새 키 자료가 생성되는지 재사용되는지, 사용되는 암호화 및 서명 알고리즘도 
결정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제공된 구현에서 CMP를 선택하거나 호환되는 사용자 지정 
CMP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CMP 선택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p. 31)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
다.

이 항목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CMP에 대해 설명하고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CMP를 선택하는 데 도움
이 되는 몇 가지 조언을 제공합니다.

Direct KMS Materials Provider

Direct KMS 재료 공급자는 테이블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보호합니다.AWS KMS key결코 떠나지 않는 
것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암호화되지 않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 자료
를 생성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KMS key를 사용하여 각 항목마다 고유한 암호화 및 서명 
키를 생성하므로 이 공급자는 항목을 암호화하거나 해독할 때마다 AWS KMS를 호출합니다.

AWS KMS를 사용하며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랜잭션마다 한 번의 AWS KMS 호출이 가능한 경우, 이 공
급자가 적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irect KMS Materials Provider (p. 12) 섹션을 참조하세요.
포장 재료 공급자 (Wraped CMP)

Wraped CMP (Wraped CMP) 를 사용하여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외부에서 래핑 및 서명 키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Wraped CMP는 각 항목에 대해 고유한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가 제공한 래핑 (또
는 래핑 해제) 및 서명 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래핑 및 서명 키가 생성되는 방식과 각 항목에 고유
한지 또는 재사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래핑 된 CMP는 다음과 같은 안전한 대안입니다.Direct KMS 
Provider (p. 12)사용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용AWS KMS암호화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Wrapped Materials Provider (p. 17) 섹션을 참조하세요.
Most Recent Provider

이Most Recent Provider입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 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CMP)공급
자 스토어 (p. 10). 공급자 저장소에서 CMP를 가져오고 CMP에서 반환하는 암호화 자료를 가져옵니다. 
Recent Provider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CMP를 사용하여 암호화 자료에 대한 여러 요청을 충족하지만, 
공급자 스토어의 기능을 사용하여 자료의 재사용 범위를 제어하고, CMP 교체 빈도를 결정하며, 변경하
지 않고 사용되는 CMP 유형도 변경합니다.가장 최근 공급자.

호환되는 모든 공급자 스토어에서 가장 최근 공급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
언트에는 Wraped CMP를 반환하는 공급자 스토어인 MetaStor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cent Provider는 관련 암호화 소스에 대한 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보안 요구 사항
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일부 암호화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다
음과 같이 암호화 자료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AWS KMS key에서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전화하지 않고AWS KMS항목을 암호화하거나 해독할 때마다

자세한 내용은 Most Recent Provider (p. 20)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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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Materials Provider

정적 재료 공급자는 테스트, 개념 증명 데모 및 레거시 호환성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 
고유한 암호화 자료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는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암호화 및 서명 키를 반환합니다 (암
호화 및 서명 키가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 해독 및 서명하는 데 직접 사용된 경우).

Note

Java 라이브러리의 Asymmetric Static Provider는 Static Provider가 아닙니다. 단순히 Wrapped 
CMP (p. 17)에 대한 대체 생성자를 제공할 뿐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안전하지만 가능
하면 래핑된 CMP를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주제
• Direct KMS Materials Provider (p. 12)
• Wrapped Materials Provider (p. 17)
• Most Recent Provider (p. 20)
• Static Materials Provider (p. 28)

Direct KMS Materials Provider
이Direct KMS Materials Provider(직접 KMS 공급자) 는 아래 테이블 항목을 보호합니다.AWS KMS key결
코 떠나지 않는 것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암호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암호화 자료 공급
자 (p. 8)는 각 테이블 항목에 대해 고유한 암호화 키 및 서명 키를 반환합니다. 이를 위해 호출할 수 있습니
다.AWS KMS항목을 암호화하거나 해독할 때마다

DynamoDB 항목을 대규모로 자주 처리하는 경우 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AWS KMS 초당 요청 제한처리 
지연이 발생합니다. 제한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에서 사례를 생성합니다.AWS SupportCenter. 다음과 같
이 제한된 키 재사용이 가능한 암호화 자료 공급자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Most Recent 
Provider (p. 20).

직접 KMS 공급자를 사용하려면 호출자가aAWS 계정, 1개 이상의AWS KMS key및 호출할 수 있는 권
한GenerateDataKey과암호화 해제에 대한 작업AWS KMS key. 이AWS KMS key대칭 암호화 키여야 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비대칭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를 사용 중인 경우DynamoDB 글로벌 
테이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AWS KMS다중 리전 키. 자세한 내용은 사용 방법 (p. 13) 섹션을 참조하세
요.

Note

직접 KMS 공급자를 사용할 때는 기본 키 속성의 이름 및 값이 일반 텍스트로 표시됩니다.AWS 
KMS암호화 컨텍스트과AWS CloudTrail관련 로그AWS KMS작업. 그러나 DynamoDB 암호화 클라
이언트는 암호화된 속성 값의 일반 텍스트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직접 KMS 공급자는 여러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CMP) 입니다. 다른 CM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암호화 자료 공급자 선택 방
법 (p. 11).

예제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Java: AwsKmsEncryptedItem
• Python: aws-kms-encrypted-table, aws-kms-encrypted-item

주제
• 사용 방법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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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방식 (p. 14)

사용 방법
직접 KMS 공급자를 만들려면 키 ID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대칭 암호화를 지정합니다.KMS 키에 있는 것입니
다. 키 ID 매개 변수의 값은 키 ID, 키 ARN, 별칭 이름 또는 별칭 ARN일 수 있습니다.AWS KMS key. 키 식별
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키 식별자의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

직접 KMS 공급자에는 대칭 암호화 KMS 키가 필요합니다. 비대칭 KMS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
중 리전 KMS 키, 가져온 키 구성 요소가 있는 KMS 키 또는 사용자 지정 키 스토어에서 KMS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있어야 합니다.kms:GenerateDataKey과kms:DecryptKMS 키에 대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가 아
닌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해야 합니다.AWS관리 또는AWS소유한 KMS 키입니다.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호출할 리전을 결정합니다.AWS KMS키 ID 매개 변수 값이 포함
된 경우 Region에서 그렇지 않으면 의 리전을 사용합니다.AWS KMS클라이언트 (하나 또는 구성한 리전을 
지정하는 경우)AWS SDK for Python (Boto3). 파이썬에서 리전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
요.Configuration의AWSSDK for Python (Boto3) API 레퍼런스.

Java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호출할 리전을 결정합니다.AWS KMS에서 지역AWS KMS클라이
언트 (지정한 클라이언트에 리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에서 구성한 리전을 사용합니다.AWS 
SDK for Java. 에서 리전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SDK for Java참조AWS 리전선택의AWS SDK for 
Java개발자 안내서.

Java

// Replace the example key ARN and Region with valid values for your application
final String keyArn =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final String region = 'us-west-2' 
       
final AWSKMS kms = AWSKMS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final DirectKmsMaterialProvider cmp = new DirectKmsMaterialProvider(kms, keyArn);

Python

다음 예에서는 키 ARN을 사용하여AWS KMS key. 키 식별자에AWS 리전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
트는 구성된 Botocore 세션 (있는 경우) 에서 리전을 가져오거나 Boto 기본값에서 리전을 가져옵니다.

# Replace the example key ID with a valid value
kms_key =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kms_cmp = AwsKmsCryptographicMaterialsProvider(key_id=kms_key)

사용 중인 경우Amazon DynamoDB 글로벌 테이블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좋습니다.AWS 
KMS다중 리전 키. 다중 리전 키는AWS KMS keys다른AWS 리전키 ID 및 키 구성 요소가 같기 때문에 상
호 교환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다중 리전 키 사용의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

Note

전역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2017년 11월 29일 버전, 예약된 복제 필드가 암호화되거나 서명되지 
않도록 속성 작업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버전 글로벌 테이블 관련 문제 (p. 52)
섹션을 참조하세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다중 리전 키를 사용하려면 다중 리전 키를 생성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실
행되는 리전에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리전에서 다중 리전 키를 
사용하도록 직접 KMS 공급자를 구성합니다.AWS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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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us-east-1) 리전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다중 리전 키를 사용하여 
미국 서부 (오레곤) (us-west-2) 리전의 암호를 해독하도록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구성합니다.

Java

이 예에서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호출할 리전을 가져옵니다.AWS KMS에서 지역AWS KMS
클라이언트. 이keyArnvalue는 같은 리전에서 다중 리전 키를 식별합니다.

// Encrypt in us-east-1

// Replace the example key ARN and Region with valid values for your application
final String usEastKey = 'arn:aws:kms:us-east-1:111122223333:key/
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final String region = 'us-east-1' 
       
final AWSKMS kms = AWSKMS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final DirectKmsMaterialProvider cmp = new DirectKmsMaterialProvider(kms, usEastKey);

// Decrypt in us-west-2

// Replace the example key ARN and Region with valid values for your application
final String usWestKey =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
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final String region = 'us-west-2' 
       
final AWSKMS kms = AWSKMS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final DirectKmsMaterialProvider cmp = new DirectKmsMaterialProvider(kms, usWestKey);

Python

이 예에서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호출할 리전을 가져옵니다.AWS KMSARN의 리전에서.

# Encrypt in us-east-1

# Replace the example key ID with a valid value
us_east_key = 'arn:aws:kms:us-east-1:111122223333:key/
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kms_cmp = AwsKmsCryptographicMaterialsProvider(key_id=us_east_key)

# Decrypt in us-west-2

# Replace the example key ID with a valid value
us_west_key = 'arn:aws:kms:us-west-2:111122223333:key/
mrk-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kms_cmp = AwsKmsCryptographicMaterialsProvider(key_id=us_west_key)

작동 방식
Direct KMS 공급자는 에 의해 보호되는 암호화 및 서명 키를 반환합니다.AWS KMS key는 다음 다이어그램
에 표시된 대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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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다이렉트 KMS 공급자가 요청합니다.AWS KMS에고유한 데이터 키 생성를 
사용하는 각 항목에 대해AWS KMS key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공급자는 데이터 키의 일반 텍스트 복사본
에서 항목의 암호화 및 서명 키를 추출한 다음 항목의 자료 설명 속성 (p. 9)에 저장된 암호화된 데이터 키
와 함께 암호화 및 서명 키를 반환합니다.

항목 암호화 도구는 암호화 및 서명 키를 사용하여 가능한 빨리 메모리에서 제거합니다. 추출된 데이터 키
의 암호화된 복사본만 암호화된 항목에 저장됩니다.

• 해독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직접 KMS 공급자가 요청합니다.AWS KMS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해독합니다. 그런 다음 일반 텍스트 데이터 키에서 확인 및 서명 키를 파생하고 항목 암호화기로 반환합니
다.

항목 암호화기는 항목을 확인하고 확인이 성공하면 암호화된 값을 해독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빨리 메
모리에서 키를 제거합니다.

암호화 자료 가져오기
이 단원에서는 항목 암호화 도구 (p. 8)에서 암호화 자료 요청 수신 시 Direct KMS Provider의 입력, 출력 및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입력(애플리케이션에서)

• 의 키 ID입니다.AWS KMS key.

입력(항목 암호화 도구에서)

•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

출력(항목 암호화 도구로)

• 암호화 키 (일반 텍스트)
• 서명 키
• In실제 자료 설명 (p. 9): 이러한 값은 클라이언트가 항목에 추가하는 자료 설명 속성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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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zn-ddb-env-key: 로 암호화된 Base64로 인코딩된 데이터AWS KMS key
• amzn-ddb-env-alg: 암호화 알고리즘 (기본적으로)AES/256
• amzn-ddb-sig-alg: 서명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함맥샤256/256
• amzn-ddb 랩 알그: 킬로미터

처리 중

1. Direct KMS Provider 전송AWS KMS지정된 를 사용하라는 요청AWS KMS key에고유한 데이터 키 생성항
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작업은 일반 텍스트 키와 AWS KMS key로 암호화된 복사본을 반환합니다. 이 자
료를 초기 키 자료라고 합니다.

이 요청은 AWS KMS 암호화 컨텍스트에 다음 값을 일반 텍스트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비밀 값은 암호
화된 객체에 암호로 바인딩되므로 암호 해독시 동일한 암호화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값을 사용하여 
호출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AWS KMS에서AWS CloudTrail로그.
• amzn-ddb-env-alg — 암호화 알고리즘, 기본값은 AES/256
• amzn-ddb-sig-alg — 서명 알고리즘, 기본값은 HmacSHA256/256
• (선택) aws-kms-table –### ##
• (선택)### # ##–### # #(이진 값은 Base64로 인코딩됨)
• (선택)## # ##–## # #(이진 값은 Base64로 인코딩됨)

직접 KMS 공급자는AWS KMS의 암호화 컨텍스트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항목에 대한 것입니
다.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가 테이블 이름 같은 값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름-값 페어가 에서 
생략됩니다.AWS KMS암호화 컨텍스트.

2. Direct KMS 공급자는 데이터 키에서 대칭 암호화 키 및 서명 키를 추출합니다. 기본적으로 Secure Hash 
Algorithm(SHA) 256 및 RFC5869 HMAC 기반 키 추출 함수를 사용하여 256비트 AES 대칭 암호화 키 및 
256비트 HMAC-SHA-256 서명 키를 추출합니다.

3. 직접 KMS 공급자는 출력을 항목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반환합니다.
4. 항목 암호화기는 실제 재료 설명에 지정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정된 속성을 암호화하기 위해 암호화 

키를 사용하고 서명 키를 사용하여 서명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빨리 메모리에서 일반 텍스트 키를 
제거합니다.

해독 자료 가져오기
이 단원에서는 항목 암호화 도구 (p. 8)에서 해독 자료 요청 수신 시 Direct KMS Provider의 입력, 출력 및 처
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입력(애플리케이션에서)

• 의 키 ID입니다.AWS KMS key.

키 ID 값은 키 ID, 키 ARN, 별칭 이름 또는 별칭 ARN일 수 있습니다.AWS KMS key. 리전과 같이 키 ID에 
포함되지 않는 값을 모두 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AWS이름이 지정된 프로파일. 키 ARN은 에서 제
공하는 모든 값을 제공합니다.AWS KMS이 필요합니다.

입력(항목 암호화 도구에서)

• 의 복사본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는 자료 설명 속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출력(항목 암호화 도구로)

• 암호화 키 (일반 텍스트)
• 서명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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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

1. Direct KMS 공급자는 암호화된 항목의 자료 설명 속성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가져옵니다.
2. 묻습니다AWS KMS를 사용하여 지정된AWS KMS key에해독암호화된 데이터 키. 이 작업은 일반 텍스트 

키를 반환합니다.

이 요청은 데이터 키를 생성 및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AWS KMS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해
야 합니다.
• aws-kms-table 테이블### ##

• ### # ##–### # #(이진 값은 Base64로 인코딩됨)
• (선택)## # ##–## # #(이진 값은 Base64로 인코딩됨)
• amzn-ddb-env-alg — 암호화 알고리즘, 기본값은 AES/256
• amzn-ddb-sig-alg — 서명 알고리즘, 기본값은 HmacSHA256/256

3. Direct KMS 공급자가 사용하는SHA (보안 해시 알고리즘) 256과RFC5869 HMAC 기반 키 파생 함수는 데
이터 키에서 256비트 AES 대칭 암호화 키 및 256비트 HMAC-SHA-256 서명 키를 추출합니다.

4. 직접 KMS 공급자는 출력을 항목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반환합니다.
5. 항목 암호화기는 서명 키를 사용하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성공하면 대칭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속성 값을 해독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 자료 설명에 지정된 암호화 및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항목 암호화 도구는 가급적 빨리 메모리에서 일반 텍스트 키를 제거합니다.

Wrapped Materials Provider
이Wrapped Materials Provider(CMP) 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소스에서 가져온 래핑 및 
서명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래핑 된 CMP는 어떤 제품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AWS서비스. 그러
나 항목을 확인하고 해독하기 위한 올바른 키를 제공하는 등 클라이언트 외부에서 래핑 및 서명 키를 생성하
고 관리해야 합니다.

래핑된 CMP는 각 항목에 대해 고유한 항목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래핑 키와 항목 암
호화 키를 래핑하여 래핑된 항목 암호화 키를 항목의 자료 설명 속성 (p. 9)에 저장합니다. 래핑 및 서명 키를 
제공하므로 래핑 및 서명 키가 생성되는 방식과 각 항목에 고유한지 또는 재사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래핑 된 CMP는 안전한 구현이며 암호화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래핑 된 CMP는 여러 가지 중 하나입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지
원하는 (CMP) 입니다. 다른 CM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암호화 자료 공급자 선택 방
법 (p. 11).

예제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Java: AsymmetricEncryptedItem
• Python: wrapped-rsa-encrypted-table, wrapped-symmetric-encrypted-table

주제
• 사용 방법 (p. 17)
• 작동 방식 (p. 18)

사용 방법
래핑된 CMP를 만들려면 래핑 키 (암호화에 필요함), 래핑 해제 키 (암호 해독에 필요함) 및 서명 키를 지정합
니다. 항목을 암호화하고 해독할 때 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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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핑, 래핑 해제 및 서명 키는 대칭 키 또는 비대칭 키 쌍일 수 있습니다.

Java

// This example uses asymmetric wrapping and signing key pairs
final KeyPair wrappingKeys = ...
final KeyPair signingKeys = ...

final WrappedMaterialsProvider cmp =  
    new WrappedMaterialsProvider(wrappingKeys.getPublic(), 
                                 wrappingKeys.getPrivate(), 
                                 signingKeys);

Python

# This example uses symmetric wrapping and signing keys
wrapping_key = ...
signing_key  = ...

wrapped_cmp = WrappedCryptographicMaterialsProvider( 
    wrapping_key=wrapping_key, 
    unwrapping_key=wrapping_key, 
    signing_key=signing_key
)

작동 방식
래핑된 CMP는 모든 항목에 대해 새 항목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처럼 사용자가 제공
하는 래핑, 언래핑 및 서명 키를 사용합니다.

암호화 자료 가져오기
이 단원에서는 암호화 자료 요청 수신 시 래핑된 CMP (래핑된 CMP) 의 입력, 출력 및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합니다.

입력(애플리케이션에서)

• 래핑 키: 원래 요청 ping에 대한고급 암호화 표준(AES) 대칭 키 또는RSA퍼블릭 키입니다. 속성 값이 암호
화된 경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 사항이며 무시됩니다.

• 래핑 해제 키: 선택 사항이며 무시됩니다.
• 서명 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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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 암호화 도구에서)

•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

출력(항목 암호화 도구로):

• 일반 텍스트 항목 암호화 키
• 서명 키 (변경되지 않음)
• 실제 자료 설명 (p. 9): 이러한 값은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자료 설명 속성 (p. 9)클라이언트가 항목에 추

가하는 것입니다.
• amzn-ddb-env-key: Base64 인코딩된 래핑 항목 암호화
• amzn-ddb-env-alg: 항목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기본값은 AES-256-

CBC 입니다.
• amzn-ddb-wrap-alg: 래핑된 CMP가 항목 암호화 키를 래핑하는 데 사용한 래핑 알고리즘입니다. 래

핑 키가 AES 키인 경우 패딩되지 않은 상태로 키가 래핑됩니다.AES-Keywrap에서 정의한 대로RFC 
3394. 래핑 키가 RSA 키인 경우 키는 MGF1 패딩과 함께 RSA OAEP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처리 중

항목을 암호화할 때 래핑 키와 서명 키를 전달합니다. 래핑 해제 키는 선택 사항이며 무시됩니다.

1. 래핑된 CMP는 테이블 항목에 대해 고유한 대칭 항목 암호화 키를 생성합니다.
2. 지정한 래핑 키를 사용하여 항목 암호화 키를 래핑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빨리 메모리에서 꺼냅니다.
3. Wrapped CMP는 일반 텍스트 항목 암호화 키, 제공한 서명 키, 그리고 래핑된 항목 암호화 키와 암호화 및 

래핑 알고리즘을 포함하는 실제 자료 설명 (p. 9)을 반환합니다.
4. 항목 암호화 기는 일반 텍스트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항목을 암호화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서명 키를 사

용하여 항목에 서명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빨리 메모리에서 일반 텍스트 키를 제거합니다. 래핑된 암호
화 키를 포함하여 실제 자료 설명의 필드를 복사합니다 (amzn-ddb-env-key) 에서 항목의 자료 설명 속
성으로 이동합니다.

해독 자료 가져오기
이 단원에서는 해독 자료 요청 수신 시 래핑된 CMP (래핑된 CMP) 의 입력, 출력 및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합니다.

입력(애플리케이션에서)

• 래핑 키: 선택 사항이며 무시됩니다.
• 래핑 해제 키: 동일한고급 암호화 표준(AES) 대칭 키 또는RSA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RSA 퍼블릭 키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키입니다. 속성 값이 암호화된 경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 사항이며 무시됩
니다.

• 서명 키 키

입력(항목 암호화 도구에서)

• 의 복사본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는 자료 설명 속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출력(항목 암호화 도구로)

• 일반 텍스트 항목 암호화 키
• 서명 키 (변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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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

항목의 암호를 해독하면 래핑 해제 키와 서명 키를 전달합니다. 래핑 키는 선택 사항이며 무시됩니다.

1. Rraped CMP는 항목의 자료 설명 속성에서 래핑된 항목 암호화 키를 가져옵니다.
2. 래핑 해제 키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항목 암호화 키를 언랩합니다.
3. 일반 텍스트 항목 암호화 키, 서명 키 및 서명 알고리즘을 항목 암호화 기로 반환합니다.
4. 항목 암호화기는 서명 키를 사용하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성공하면 항목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항목의 암

호를 해독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빨리 메모리에서 일반 텍스트 키를 제거합니다.

Most Recent Provider
이Most Recent Provider입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 는 다음과 같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공급자 스토어 (p. 10). 공급자 저장소에서 CMP를 가져오고 CMP에서 반환하는 암호화 자료를 가져옵
니다. 일반적으로 각 CMP를 사용하여 암호화 자료에 대한 여러 요청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공급자 스토어
의 기능을 사용하여 자료가 재사용되는 범위를 제어하고 CMP 교체 빈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Most Recent 
Provider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CMP 유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Note

와 연결된 코드입니다.MostRecentProvider가장 최근 공급자에 대한 기호는 프로세스 수명 동안 
암호화 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가 더 이상 사용할 권한이 없는 키를 사용하도
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MostRecentProvider기호는 지원되는 이전 버전의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버전 2.0.0에서 제거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
다.CachingMostRecentProvider기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장 최근 공급자 업데이
트 (p. 27) 섹션을 참조하세요.

Most Recent Provider는 공급자 스토어 및 관련 암호화 소스에 대한 호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
과, 보안 요구 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일부 암호화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
다. 예를 들어, 다음을 통해 암호화 자료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AWS KMS key에서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전화하지 않고AWS KMS항목을 암호화하거나 해독할 때마다

선택하는 공급자 스토어는 Most Recent Provider에서 사용하는 CMP 유형과 새 CMP를 가져오는 빈도를 결
정합니다. 설계한 사용자 지정 제공자 스토어를 포함하여 가장 최근 제공자와 호환되는 모든 공급자 스토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MetaStore생성 및 반환Wrned Mater (p. 17)(래핑된 CMP). MetaStore
는 내부 DynamoDB 테이블에 생성하여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내부 인스턴스에 의해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로 보호되는 Wrated CMP의 여러 버전을 저장합니다.

MetaStore에서 모든 유형의 내부 CMP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자료를 보호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Direct 
KMS Provider (p. 12)귀하에 의해 보호되는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는AWS KMS key, 사용자가 제공하는 
래핑 및 서명 키를 사용하는 래핑된 CMP 또는 설계한 호환되는 사용자 지정 CMP입니다.

예제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Java: MostRecentEncryptedItem 기능
• Python: most_recent_provider_encrypted_table

주제
• 사용 방법 (p. 21)
• 작동 방식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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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 공급자 업데이트 (p. 27)

사용 방법
Most Recent Provider를 만들려면 공급자 스토어를 만들고 구성한 다음 공급자 스토어를 사용하는 Most 
Recent Provider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MetaStore 사용하고 내부 DynamoDB 테이블의 버전을 암호화된 자료로 보호하
는 가장 최근 공급자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Direct KMS Provider (p. 12). 이 예제에서
는CachingMostRecentProvider (p. 27)기호입니다.

각 가장 최근 공급자에는 MetaStore 테이블에서 해당 CMP를 식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time-to-
live (p. 24)(TTL) 설정 및 캐시에 저장할 수 있는 항목 수를 결정하는 캐시 크기 설정입니다. 이 예제에서
는 캐시 크기를 1000개로 설정하고 TTL을 60초로 설정합니다.

Java

// Set the name for MetaStore's internal table
final String keyTableName = 'metaStoreTable'

// Set the Region and AWS KMS key
final String region = 'us-west-2'
final String keyArn =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Set the TTL and cache size
final long ttlInMillis = 60000;
final long cacheSize = 1000;

// Name that identifies the MetaStore's CMPs in the provider store
final String materialName = 'testMRP'

// Create an internal DynamoDB client for the MetaStore
final AmazonDynamoDB ddb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 Create an internal Direct KMS Provider for the MetaStore
final AWSKMS kms = AWSKMS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final DirectKmsMaterialProvider kmsProv = new DirectKmsMaterialProvider(kms, keyArn);

// Create an item encryptor for the MetaStore,
// including the Direct KMS Provider
final DynamoDBEncryptor keyEncryptor = DynamoDBEncryptor.getInstance(kmsProv);

// Create the MetaStore
final MetaStore metaStore = new MetaStore(ddb, keyTableName, keyEncryptor);

//Create the Most Recent Provider
final CachingMostRecentProvider cmp = new CachingMostRecentProvider(metaStore, 
 materialName, ttlInMillis, cacheSize);

Python

# Designate an AWS KMS key
kms_key_id =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 Set the name for MetaStore's internal table
meta_table_name = 'metaStor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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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that identifies the MetaStore's CMPs in the provider store
material_name = 'testMRP'

# Create an internal DynamoDB table resource for the MetaStore
meta_table = boto3.resource('dynamodb').Table(meta_table_name)

# Create an internal Direct KMS Provider for the MetaStore
kms_cmp = AwsKmsCryptographicMaterialsProvider(key_id=kms_key_id) 
     
# Create the MetaStore with the Direct KMS Provider
meta_store = MetaStore( 
    table=meta_table, 
    materials_provider=kms_cmp
)

# Create a Most Recent Provider using the MetaStore
#    Sets the TTL (in seconds) and cache size (# entries)
most_recent_cmp = MostRecentProvider( 
    provider_store=meta_store, 
    material_name=material_name, 
    version_ttl=60.0, 
    cache_size=1000
)

작동 방식
가장 최근 공급자 는 공급자 스토어에서 CMP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CMP를 사용하여 항목 암호화 도구를 
생성합니다.

가장 최근 공급자 정보
가장 최근 Provider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 에서공급자 스토어 (p. 10). 그런 다음 CMP를 사용하여 
반환하는 암호화 자료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Most Recent Provider는 하나의 공급자 스토어와 연결되지만, 
공급자 스토어는 여러 공급자의 여러 공급자로 CMP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공급자는 모든 공급자 스토어에서 호환되는 CMP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CMP에서 
암호화 또는 해독 자료를 요청하고 출력을 항목 암호화 도구를 반환합니다. 이는 어떠한 암호화 작업도 수행
하지 않습니다.

공급자 스토어에서 CMP를 요청하기 위해 Most Recent Provider는 관련 자료 이름과 사용할 기존 CMP의 버
전을 제공합니다. 암호화 자료의 경우 가장 최근 공급자는 항상 최대 (“최신”) 버전을 요청합니다. 암호 해독 
자료의 경우 다음 다이어그램과 같이 암호화 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된 CMP의 버전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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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Recent Provider는 공급자 스토어에서 반환하는 CMP의 버전을 메모리의 로컬 Lecently Used (LRU) 캐
시에 저장합니다. 이 캐시에서는 Most Recent Provider는 모든 항목에 대해 공급자 스토어를 호출하지 않고 
필요한 CMP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캐시를 지울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공급자가 구성 가능 항목을 사용합니다.time-to-live 값 (p. 24)이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MetaStore 소개
호환되는 사용자 지정 공급자 스토어를 비롯하여 모든 공급자 스토어에서 Most Recent Provid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 구성 및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보안 구현인 MetaStore 포
함되어 있습니다.

AMetaStore입니다.공급자 스토어 (p. 10)생성 및 반환Wrned CMP (p. 17)래핑된 CMP에 필요한 래핑 키, 
래핑 해제 키 및 서명 키로 구성됩니다. MetaStore는 Wrated CMP는 항상 모든 항목에 대해 고유한 항목 암
호화 키를 생성하기 때문에 Most Recent Provider를 위한 보안 옵션입니다. 항목 암호화 키와 서명 키를 보호
하는 래핑 키만 재사용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MetaStore의 구성 요소, Most Recent Provider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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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tore 래핑된 CMP를 생성한 다음 내부 DynamoDB 테이블에 암호화된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파티션 키
는 가장 최근 공급자 자료의 이름입니다. 정렬 키는 버전 번호입니다. 테이블의 자료는 항목 암호화와 내부를 
포함하여 내부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 의해 보호됩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

다음을 포함하여 MetaStore에서 원하는 내부 CMP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Direct KMS 
Provider (p. 17), Wrraping CMP (사용자가 제공하는 암호화 자료 포함) 또는 호환되는 사용자 지정 CMP. 
MetaStore의 내부 CMP가 Direct KMS 공급자 인 경우 재사용 가능한 래핑 및 서명 키는AWS KMS key에
서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MetaStore 호출AWS KMS내부 테이블에 새 CMP 버전을 추
가하거나 내부 테이블에서 CMP 버전을 가져올 때마다

time-to-live 값 설정
사용자가 만드는 각 가장 최근 공급자에 대해 TTL (Time-to-Live)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
리케이션에 실용적인 최저 TTL 값을 사용하십시오.

TTL 값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CachingMostRecentProvider가장 최근 공급자에 대한 기호입
니다.

Note

이MostRecentProvider최신 공급자에 대한 기호는 지원되는 이전 버전의 DynamoDB 암호화 클
라이언트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버전 2.0.0에서 제거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대체됩니
다.CachingMostRecentProvider기호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가장 최근 공급자 업데이트 (p. 27) 섹션을 참조하세요.

CachingMostRecentProvider

이CachingMostRecentProvider는 TTL 값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 TTL은 최신 공급자가 제공자 저장소에서 CMP의 새 버전을 확인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공급자가 CMP를 대체하고 암호화 자료를 새로 고칩니다. 그렇지 않으
면 현재 CMP 및 암호화 자료를 계속 사용합니다.

• TTL은 캐시에서 CMP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캐시된 CMP를 암호화에 사용하기 전에 
가장 최근 공급자는 캐시에서 해당 시간을 평가합니다. CMP 캐시 시간이 TTL을 초과하면 CMP가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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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제거되고 가장 최근 공급자는 해당 공급자 저장소에서 새로운 최신 버전의 CMP를 가져옵니
다.

MostRecentProvider

에서MostRecentProviderTTL은 최신 공급자가 제공자 저장소에서 CMP의 새 버전을 확인하는 빈도
를 결정합니다. 새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공급자가 CMP를 대체하고 암호화 자료를 새로 
고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CMP 및 암호화 자료를 계속 사용합니다.

TTL은 새 CMP 버전이 생성되는 빈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새 CMP 버전을 생성합니다.암호
화 자료 교체 (p. 25).

이상적인 TTL 값은 애플리케이션과 지연 시간 및 가용성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TTL이 낮을수록 암호화 자
료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보안 프로필이 향상됩니다. 또한 TTL이 낮을수록 중요한 정보가 
더 자주 새로 고쳐집니다. 예를 들어, 내부 CMP가Direct KMS Provider (p. 12), 발신자가 여전히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더 자주 확인합니다.AWS KMS key.

그러나 TTL이 너무 짧으면 공급자 스토어를 자주 호출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자 스토어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계정을 공유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 자료를 교체하는 
속도와 TTL을 조정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동안 애플리케이션과 보안 및 성능 표준에 맞는 구성을 찾을 때까지 작업 부하가 다른 TTL 및 캐
시 크기를 변경하십시오.

암호화 자료 교체
가장 최근 공급자가 암호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항상 알고 있는 CMP의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최신 버전
을 확인하는 빈도는time-to-live (p. 24)가장 최근 공급자를 구성할 때 설정한 (TTL) 값입니다.

TTL이 만료되면 가장 최근 공급자가 제공자 저장소에서 최신 버전의 CMP를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 공급자가 CMP를 가져와 캐시에서 CMP를 대체합니다. 이 CMP와 해당 암호화 자료는 공급자 스
토어에 최신 버전이 있음을 발견할 때까지 사용합니다.

공급자 스토어에 Most Recent Provider의 새 CMP 버전을 만들도록 알리려면 Most Recent Provider의 자료 
이름을 사용하여 공급자 스토어의 새 공급자 만들기 작업을 호출합니다. 공급자 저장소는 새 CMP를 생성하
고 암호화된 복사본을 내부 스토리지에 더 큰 버전 번호로 저장합니다. CMP도 반환하지만 폐기할 수 있습니
다. 결과적으로 Most Recent Provider는 공급자 스토어에 CMP의 최대 버전 번호를 쿼리하고 새로운 버전 번
호를 가져와서 스토어에 대한 후속 요청에 사용하여 새 CMP 버전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시간, 처리된 항목 또는 속성의 수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기타 지표를 기준으로 새 제공자 생성 호출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자료 가져오기
Most Recent Provider는 이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항목 암호화 도구를 가져와
서 반환합니다. 출력은 공급자 저장소가 반환하는 CMP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Most Recent Provider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 포함된 MetaStore를 포함하여 호환되는 공급자 스토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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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가장 최근 공급자를 생성하는 경우CachingMostRecentProvider상징 (p. 27)제공자 저장
소, 가장 최근 제공자의 이름 및time-to-live (p. 24)(TTL) 값입니다. 캐시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암호화 자
료 수를 결정하는 캐시 크기를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이 Most Recent Provider에 암호화 자료를 요청하면 Most Recent Provider는 캐시에서 CMP의 최신 
버전을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최신 버전 CMP가 캐시 안에 있으면 Most Recent Provider는 CMP를 사용하여 암호화 자료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암호화 자료를 항목 암호화 도구를 반환합니다. 이 작업은 공급자 저장소에 대한 호출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 최신 CMP 버전이 캐시 안에 없으면 Most Recent Provider는 공급자 스토어에서 CMP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는 Most Recent Provider의 자료 이름과 알고 있는 최대 버전 번호가 포함됩니다.
1. 공급자 저장소는 영구 스토리지에서 CMP를 반환합니다. 공급자 스토어가 MetaStore이면 Most Recent 

Provider의 자료 이름을 파티션 키로 사용하고 버전 번호를 정렬 키로 사용하여 내부 DynamoDB 테이
블에서 암호화된 Wrated CMP를 가져옵니다. MetaStore 내부 항목 암호화기와 내부 CMP를 사용하여 
래핑된 CMP의 암호를 해독합니다. 그런 다음 일반 텍스트 CMP를 가장 최근 공급자에게 반환합니다. 
내부 CMP가 Direct KMS Provider (p. 12)이면 이 단계에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에 대한 호출이 포함됩니다.

2. CMP 는 amzn-ddb-meta-id 필드를 실제 자료 설명 (p. 9)에 추가합니다. 이 값은 내부 테이블에 있는 
CMP의 재질 이름과 버전입니다. 공급자 스토어는 CMP를 가장 최근 공급자로 반환합니다.

3. 가장 최근 공급자 는 CMP를 메모리에 캐시합니다.
4. 가장 최근 Provider 는 CMP를 사용하여 암호화 자료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암호화 자료를 항목 암호

화 도구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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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자료 가져오기
항목 암호화 도구가 Most Recent Provider에게 해독 자료를 요청하면 Most Recent Provider는 다음 프로세
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자료를 가져와서 반환합니다.

1. Most Recent Provider는 공급자 스토어에 항목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었던 암호화 자료의 버전 번호를 
요청합니다. Most Recent Provider는 항목의 자료 설명 속성 (p. 9)에서 실제 자료 설명을 전달합니다.

2. 공급자 스토어는 에서 암호화 CMP 버전 번호를 가져옵니다.amzn-ddb-meta-id필드를 실제 자료 설명
에서 가장 최근 공급자 (Recent Provider) 로 반환합니다.

3. Most Recent Provider는 항목을 암호화 및 서명하는 데 사용되었던 CMP 버전을 캐시에서 검색합니다.

• 일치하는 CMP 버전이 캐시 안에 있고 CMP가TTL (time-to-live) 값 (p. 24)는 CMP를 사용하여 해독 자
료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해독 자료를 항목 암호화 도구를 반환합니다. 이 작업에는 공급자 저장소 또는 
다른 CMP에 대한 호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치하는 CMP 버전이 캐시 안에 없거나 캐시된 경우AWS KMS key가 TTL 값을 초과하면 Most Recent 
Provider는 공급자 스토어에서 CMP를 요청합니다. 요청에서 재료 이름과 암호화 CMP 버전 번호를 보냅
니다.
1. 공급자 스토어는 Most Recent Provider를 파티션 키로 사용하고 버전 번호를 정렬 키로 사용하여 영구 

스토리지에서 CMP를 검색합니다.
• 이름 및 버전 번호가 영구 스토리지 안에 없으면 공급자 스토어가 예외를 throw합니다. 공급자 저장소

를 사용하여 CMP를 생성하는 경우 CMP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는 한 영구 저장소에 저장해야 합
니다.

• CMP와 해당 이름 및 버전 번호가 공급자 스토어의 영구 스토리지 안에 있으면 공급자 스토어가 지정
된 CMP를 Most Recent Provider로 반환합니다.

공급자 스토어가 메타스토어인 경우 DynamoDB 테이블에서 암호화된 CMP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CMP를 Most Recent Provider로 반환하기 전에 내부 CMP의 암호화 자료를 사용하여 암호
화된 CMP를 해독합니다. 내부 CMP가 Direct KMS Provider (p. 12)이면 이 단계에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에 대한 호출이 포함됩니다.

2. 가장 최근 공급자 는 CMP를 메모리에 캐시합니다.
3. 가장 최근 공급자 는 CMP를 사용하여 해독 자료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해독 자료를 항목 암호화 도

구를 반환합니다.

가장 최근 공급자 업데이트
가장 최근 공급자에 대한 기호가 에서 변경됩니
다.MostRecentProvider에CachingMostRecentProvider.

Note

이MostRecentProvider가장 최근 공급자를 나타내는 기호는 자바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
언트 버전 1.15와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버전 1.3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며 
두 언어 구현 모두에서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버전 2.0.0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를 사
용하십시오.CachingMostRecentProvider.

이CachingMostRecentProvider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구현합니다.

• 이CachingMostRecentProvider메모리 내 시간이 구성된 시간을 초과하면 메모리에서 암호화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거합니다.TTL (time-to-live) 값 (p. 24).

이MostRecentProvider프로세스의 수명 동안 암호화 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
장 최근 제공자는 권한 부여 변경 사항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의 사용 권한이 취소된 후 암
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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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는 경우 주기적으로clear()캐시의 메소드. 이 방법은 캐시 내용을 수동
으로 플러시하고 가장 최근 공급자가 새 CMP 및 새 암호화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 이CachingMostRecentProvider캐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캐시 크기 설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 업데이트하려면CachingMostRecentProvider, 코드에서 심볼 이름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측
면에서,CachingMostRecentProvider이전 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MostRecentProvider. 따라
서 테이블 항목을 다시 암호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CachingMostRecentProvider기본 키 인프라에 대한 호출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이는 TTL 
(time-to-Live) 간격으로 공급자 스토어를 적어도 한 번 호출합니다. 많은 활성 CMP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빈
번한 회전으로 인해) 또는 대규모 플릿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업데이트된 코드를 릴리스하기 전에 코드를 철저히 테스트하여 빈번한 호출로 인해 응용 프로그램을 손
상시키지 않거나 공급자가 의존하는 서비스에 의해 스로틀링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십시오 (예: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또는 Amazon DynamoDB. 성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캐시 크기와 실행 
시간을 조정하십시오.CachingMostRecentProvider관찰하는 성능 특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세한 지침
은 time-to-live 값 설정 (p. 24) 섹션을 참조하세요.

Static Materials Provider
이Static Materials Provider(정적 CMP) 는 매우 간단합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CMP) 는 테스트, 개념 
증명 데모 및 레거시 호환성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Static CMP를 사용하여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하려면 Advanced Encryption Standard(AES) 대칭 암호화 키 
및 서명 키 또는 키 페어를 제공합니다. 암호화된 항목의 암호를 해독하려면 동일한 키를 제공해야 합니다. 
Static CMP는 어떠한 암호화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용자가 제공한 암호화 키를 변경 없이 항목 
암호화기에 전달합니다. 항목 암호화기는 암호화 키 바로 아래에 있는 항목을 암호화합니다. 그런 다음 서명 
키를 사용하여 서명합니다.

정적 CMP는 고유한 암호화 자료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처리하는 모든 테이블 항목은 동일한 암호화 키로 암
호화되고 동일한 서명 키로 서명됩니다.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여러 항목의 속성 값을 암호화하거나 동일한 
키 또는 key pair 사용하여 모든 항목에 서명하면 키의 암호화 제한을 초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Note

Java 라이브러리의 Asymmetric Static Provider는 Static Provider가 아닙니다. 단순히 Wrapped 
CMP (p. 17)에 대한 대체 생성자를 제공할 뿐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안전하지만 가능하면 
래핑된 CMP를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정적 CMP는 여러 가지 중 하나입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지원
하는 (CMP) 입니다. 기타 CM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암호화 자료 공급자 선택 방
법 (p. 11).

예제 코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Java: SymmetricEncryptedItem

주제
• 사용 방법 (p. 29)
• 작동 방식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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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정적 공급자를 만들려면 암호화 키 또는 key pair 페어와 서명 키 또는 key pair 제공하십시오.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하고 해독하려면 키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Java

// To encrypt
SecretKey cek = ...;        // Encryption key
SecretKey macKey =  ...;    // Signing key
EncryptionMaterialsProvider provider = new SymmetricStaticProvider(cek, macKey);

// To decrypt
SecretKey cek = ...;        // Encryption key
SecretKey macKey =  ...;    // Verification key
EncryptionMaterialsProvider provider = new SymmetricStaticProvider(cek, macKey);

Python

# You can provide encryption materials, decryption materials, or both
encrypt_keys = EncryptionMaterials( 
    encryption_key = ..., 
    signing_key = ...
)

decrypt_keys = DecryptionMaterials( 
    decryption_key = ..., 
    verification_key = ...
)

static_cmp = StaticCryptographicMaterialsProvider( 
    encryption_materials=encrypt_keys 
    decryption_materials=decrypt_keys
)

작동 방식
Static Provider는 항목 암호화 장치에 제공하는 암호화 및 서명 키를 전달합니다 (암호화 및 서명 키가 테이
블 항목을 암호화 및 서명하는 데 직접 사용된 경우). 각 항목에 대해 다른 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모든 항목에 
동일한 키가 사용됩니다.

암호화 자료 가져오기
이 단원에서는 암호화 자료 요청 수신 시 Static CMP (Static CMP) 의 입력, 출력 및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합니다.

입력(애플리케이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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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키 — 이 키는 다음과 같은 대칭 키여야 합니다.고급 암호화 표준(AES) 키.
• 서명 키 — 대칭 key pair 페어일 수 있습니다.

입력(항목 암호화 도구에서)

•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

출력(항목 암호화 도구로)

• 입력으로 전달된 암호화 키입니다.
• 입력으로 전달된 서명 키입니다.
• 실제 자료 설명: 이요청한 자료 설명 (p. 9)(있는 경우 변경되지 않음).

해독 자료 가져오기
이 단원에서는 해독 자료 요청 수신 시 Static CMP (Static CMP) 의 입력, 출력 및 처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
니다.

여기에는 암호화 자료를 가져오고 암호 해독 자료를 가져오는 별도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작은 동일합
니다.

입력(애플리케이션에서)

• 암호화 키 — 이 키는 다음과 같은 대칭 키여야 합니다.고급 암호화 표준(AES) 키.
• 서명 키 — 대칭 key pair 페어일 수 있습니다.

입력(항목 암호화 도구에서)

•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사용되지 않음)

출력(항목 암호화 도구로)

• 입력으로 전달된 암호화 키입니다.
• 입력으로 전달된 서명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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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
트 사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제공됩니다. 언어별 라이브러리는 
다양하지만 결과 구현은 상호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ava 클라이언트로 항목을 암호화 (및 서명) 하
고 Python 클라이언트로 항목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에 대한 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자바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p. 31)
•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p. 40)

자바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이 주제에서는 Java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Java 예제 (p. 35), 그예에서 
aws-dynamodb-encryption-java 리포지토리 GitHub, 그리고자바독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용

Note

버전 1.x.x자바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end-of-support 단
계 (p. 2)2022년 7월부터 진행됩니다. 가능한 빨리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주제
• 사전 조건 (p. 31)
• 설치 (p. 32)
• Java용 DynamoDB (p. 32)
• Java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예제 코드 (p. 35)

사전 조건
Java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Java 개발 환경

Java 8 이상이 필요합니다. Oracle 웹 사이트에서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Java SE 다운로드Java SE 개
발 키트 (JDK) 개발 키트 (JDK) 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Oracle JDK를 사용하는 경우자바 암호화 확장 (JCE) Unlimited Strength 관할 정책 파일.
AWS SDK for Java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 다음과 같은 DynamoDB 모듈이 필요합니다.AWS SDK for Java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와 상호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SDK를 설치하거
나 이 모듈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Maven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aws-java-sdk-dynamodb당신에
게pom.xml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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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DK for Java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DK for Java를 참조하십시오.

설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Java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기

Java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하십시
오.aws-dynamodb-encryption-java GitHub 리포지토리

Apache Maven 사용

Java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다음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Apache Maven다음
과 같은 종속성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ependency> 
  <groupId>com.amazonaws</groupId> 
  <artifactId>aws-dynamodb-encryption-java</artifactId> 
  <version>version-number</version>
</dependency>

SDK를 설치한 후 이 가이드의 예제 코드와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Javadoc...에 GitHub.

Java용 DynamoDB
이 단원에서는 DynamoDB 언어 구현에서는 찾을 수 없는 Java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Java 예제 (p. 35), 
그예의aws-dynamodb-encryption-java repository...에 GitHub, 그리고자바독DynamoDB

주제
• 항목 AttributeEncryptor DynamoDBEncryptor (p. 32)
• 저장 동작 구성 (p. 32)
• Java의 속성 작업 (p. 33)
• 테이블 이름 재정의 (p. 35)

항목 AttributeEncryptor DynamoDBEncryptor
Java의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항목 (p. 8): 하위 수
준DynamoDBEncryptor및AttributeEncryptor (p. 32).

이AttributeEncryptor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헬퍼 클래스입니다.DynamoDBMapper의AWS SDK 
for Java와 함께DynamoDB EncryptorDynamoDB DynamoDBMapper와 함께 AttributeEncryptor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항목을 저장할 때 항목을 사용자 모르게 암호화하고 서명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항목을 
로드할 때 항목을 사용자 모르게 확인하고 해독합니다.

저장 동작 구성
이AttributeEncryptor과DynamoDBMapper를 눌러 테이블 항목을 서명만 있거나 암호화 및 서명된 속
성으로 추가하거나 바꿉니다. 이러한 작업의 경우 다음 예와 같이 PUT 저장 동작을 사용하도록 구성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해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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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MapperConfig mapperConfig = 
 DynamoDBMapperConfig.builder().withSaveBehavior(SaveBehavior.PUT).build();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ddb, mapperConfig, new 
 AttributeEncryptor(encryptor));

테이블 항목에서 모델링된 속성만 업데이트하는 기본 저장 동작을 사용하는 경우, 모델링되지 않은 속성은 
서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테이블 쓰기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모든 속성을 읽을 때 서
명은 모델링되지 않은 속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성이 검사되지 않습니다.

CLOBBER 저장 동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작은 낙관적 잠금을 비활성화하고 테이블의 항목을 덮어
쓴다는 점을 제외하면 PUT 저장 동작과 동일합니다.

서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런타임 예외를 throw합
니다.AttributeEncryptor와 함께 사용됩니다.DynamoDBMapper다음 저장 동작으로 구성되지 않
은CLOBBER또는PUT.

예제에 사용된 이 코드를 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DynamoDBMapper 사
용 (p. 37)및AwsKmsEncryptedObject.예제aws-dynamodb-encryption-java리포지토리 GitHub.

Java의 속성 작업
속성 작업 (p. 8)은 암호화 및 서명되는 속성 값, 서명만 되는 속성 값 및 무시되는 속성 값을 결정합니다. 속
성 작업을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메서드는 DynamoDBMapper 및 AttributeEncryptor, 또는 하위 수준
DynamoDBEncryptor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mportant

속성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한 후 데이터 모델에서 속성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서명 검증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해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모델 변
경 (p. 4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ynamoDBMapper에 대한 속성 작업

DynamoDBMapper 및 AttributeEncryptor를 사용하는 경우 주석을 사용하여 속성 작업을 지정합니다. 
DynamoDB표준 DynamoDB 속성 주석속성 유형을 정의하여 속성 보호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키(서명되지만 암호화되지 않음)를 제외하고는 모든 속성이 암호화 및 서명됩니다.

Note

Do not encrypt the value of attributes with the @DynamoDBVersionAttribute주석, 서명 할 수 있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값을 사용하는 조건이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 Attributes are encrypted and signed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Description")

// Partition keys are signed but not encrypted
@DynamoDBHashKey(attributeName="Title")

// Sort keys are signed but not encrypted
@DynamoDBRangeKey(attributeName="Author")

예외를 지정하려면 Java용 DynamoDB 클래스 수준에서 지정하면 클래스의 기본값이 됩니다.

// Sign only
@DoNotEncrypt

// Do nothing; not encrypted or signed
@DoNot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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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러한 주석은 서명하지만 암호화하지는 않습니다.PublicationYear attribute, and do not 
encrypt or sign the ISBN속성 값입니다.

// Sign only (override the default)
@DoNotEncrypt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PublicationYear")

// Do nothing (override the default)
@DoNotTouch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ISBN")

DynamoDBEncryptor에 대한 속성 작업

DynamoDBEncryptor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속성 작업을 지정하려면 이름-값 페어가 속성 이름 및 지정한 작
업을 표현하는 HashMap 객체를 만듭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에 정의된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EncryptionFlags열거 유형입니다. 
이ENCRYPT과SIGN함께 사용SIGN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둘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하는 경
우ENCRYPTDynamoDB 서명하지 않은 속성은 암호화할 수 없습니다.

ENCRYPT
SIGN

Warning

기본 키 속성은 암호화하지 마십시오. 일반 텍스트로 남겨 두어야 DynamoDB가 전체 테이블 스캔
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 컨텍스트에서 기본 키를 지정하고ENCRYPT기본 키 클라이언트에 대한 속성 작업에서 DynamoDB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드에서는actions HashMap 모든 속성을 암호화하고 서명합니다.recorditem 서명
되었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속성 및 서명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test 속성은 예외입니
다.

final EnumSet<EncryptionFlags> signOnly = EnumSet.of(EncryptionFlags.SIGN);
final EnumSet<EncryptionFlags> encryptAndSign = EnumSet.of(EncryptionFlags.ENCRYPT, 
 EncryptionFlags.SIGN);
final Map<String, Set<EncryptionFlags>> actions = new HashMap<>();

for (final String attributeName : record.keySet()) { 
  switch (attributeName) { 
    case partitionKeyName: // no break; falls through to next case 
    case sortKeyName: 
      // Partition and sort keys must not be encrypted, but should be signed 
      actions.put(attributeName, signOnly); 
      break; 
    case "test": 
      // Don't encrypt or sign 
      break; 
    default: 
      // Encrypt and sign everything else 
      actions.put(attributeName, encryptAndSign); 
      break; 
  }
}

그런 다음 전화를 걸면encryptRecord method of the DynamoDBEncryptor에서 맵을 다음 값으로 지정합니
다.attributeFlags파라미터. 예를 들어,encryptRecord uses the actionsmap

// Encrypt the plaintext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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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Map<String, AttributeValue> encrypted_record = encryptor.encryptRecord(record, 
 actions, encryptionContext);

테이블 이름 재정의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DynamoDB 테이블의 이름은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암호화 
및 복호화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하거나 서명할 때 테이블 이름을 포함한 DynamoDB 
decrypt 메서드에 전달된 DynamoDB

테이블을 백업하거나point-in-time 회복. 이러한 항목의 서명을 해독하거나 확인할 때 원래 테이블 이름을 포
함하여 항목을 암호화하고 서명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DynamoDB 현재 테이블 이름은 필요하지 않습
니다.

이DynamoDBEncryptor, DynamoDB 단, 사용하는 경우DynamoDBMapper, 그AttributeEncryptor는 
현재 테이블 이름을 포함하여 DynamoDB AttributeEncryptor에서 다른 테이블 이름으로 암호화 컨텍
스트를 만들도록 지정하려면 EncryptionContextOverrideOperator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에서는 CMP(암호화 자료 공급자) 및 DynamoDBEncryptor의 인스턴스를 만
듭니다. 그런 다음 DynamoDBEncryptor의 setEncryptionContextOverrideOperator 메서
드를 호출합니다. 하나의 테이블 이름을 재정의하는 overrideEncryptionContextTableName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구성되면AttributeEncryptor다음을 포함하는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newTableName대신oldTableName. 전체 예제
는EncryptionContextOverridesWithDynamoDBMapper.java.

final DirectKmsMaterialProvider cmp = new DirectKmsMaterialProvider(kms, keyArn);
final DynamoDBEncryptor encryptor = DynamoDBEncryptor.getInstance(cmp);

encryptor.setEncryptionContextOverrideOperator(EncryptionContextOperators.overrideEncryptionContextTableName( 
                oldTableName, newTableName));

항목을 해독하고 확인하는 DynamoDBMapper의 load 메서드를 호출할 때 원래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mapper.load(itemClass, DynamoDBMapperConfig.builder() 
                
 .withTableNameOverride(DynamoDBMapperConfig.TableNameOverride.withTableNameReplacement(oldTableName)) 
                .build());

여러 테이블 이름을 재정의하는 overrideEncryptionContextTableNameUsingMap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 재정의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해독하고 서명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암호화 
및 서명 시 Encryption의 테이블 이름을 다른 값으로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DynamoDBEncryptor를 사용하는 경우 테이블 이름 재정의 연산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원래 테이블 
이름으로 암호화 컨텍스트를 만들고 해독 메서드에 제출하십시오.

Java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예제 코드
다음 예제에서는 Java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DynamoDB 테이블 
항목을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에서 더 많은 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예의 디렉터리aws-dynamodb-
encryption-javaGitHub의 리포지토리.

주제
• DynamoDBEncryptor 사용 (p. 36)
• DynamoDBMapper 사용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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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Encryptor 사용
이 예제에서는 하위 수준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DynamoDBEncryptor와 함께Direct KMS 
Provider (p. 12). Direct KMS Provider는 암호화 자료를 생성 및 보호합니다.AWS KMS key에서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를 지정합니다.

모든 호환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와 함께 (CMP)DynamoDBEncryptorDirect 
KMS Provider를 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DynamoDBMapper과AttributeEncryptor (p. 32).

전체 코드 샘플 보기: AwsKmsEncryptedItem.java

1단계: Direct KMS Provider 생성

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AWS KMS지정된 리전을 가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런 다음, 이 클라이언트 인
스턴스와 기본 를 사용하여 Direct KMS Provider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AWS KMS key.

이 예제에서는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사용하여AWS KMS key하지만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
든 유효한 키 식별자.

final String keyArn =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final String region = 'us-west-2' 
       
final AWSKMS kms = AWSKMS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final DirectKmsMaterialProvider cmp = new DirectKmsMaterialProvider(kms, keyArn);

2단계: 항목 생성

이 예제에서는 를 정의합니다.record샘플 테이블 항목을 나타내는 HashMap입니다.

final String partitionKeyName = "partition_attribute";
final String sortKeyName = "sort_attribute";

final Map<String, AttributeValue> record = new HashMap<>();
record.put(partitionKeyName, new AttributeValue().withS("value1"));
record.put(sortKeyName, new AttributeValue().withN("55"));
record.put("example", new AttributeValue().withS("data"));
record.put("numbers", new AttributeValue().withN("99"));
record.put("binary", new AttributeValue().withB(ByteBuffer.wrap(new byte[]{0x00, 0x01, 
 0x02})));
record.put("test", new AttributeValue().withS("test-value"));

3단계: DynamoDBEncryptor 생성

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DynamoDBEncryptorDirect KMS Provider를 사용하여

final DynamoDBEncryptor encryptor = DynamoDBEncryptor.getInstance(cmp);

4단계: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생성

이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에는 테이블 구조와 암호화 및 서명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
니다. 이DynamoDBMapper,AttributeEncryptor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암호화 컨텍스트를 생성합니
다.

final String tableName = "testTable";

final EncryptionContext encryptionContext = new EncryptionContext.Builder() 
    .withTableName(tableName) 
    .withHashKeyName(partitionKe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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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RangeKeyName(sortKeyName) 
    .build();

5단계: 속성 작업 객체 만들기

속성 작업 (p. 8)은 암호화 및 서명되는 항목 속성, 서명되기만 하는 속성, 암호화 및 서명되지 않는 속성
을 결정합니다.

Java에서 속성 작업을 지정하려면 속성 이름의 HashMap을 만들고EncryptionFlags값 페어를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Java 코드는actions의 모든 속성을 암호화하고 서명하는 HashMaprecord서명되었
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파티션 키 및 정렬 키 속성을 제외하고test속성으로 서명되거나 암호화되지 않
았습니다.

final EnumSet<EncryptionFlags> signOnly = EnumSet.of(EncryptionFlags.SIGN);
final EnumSet<EncryptionFlags> encryptAndSign = EnumSet.of(EncryptionFlags.ENCRYPT, 
 EncryptionFlags.SIGN);
final Map<String, Set<EncryptionFlags>> actions = new HashMap<>();

for (final String attributeName : record.keySet()) { 
  switch (attributeName) { 
    case partitionKeyName: // fall through to the next case 
    case sortKeyName: 
      // Partition and sort keys must not be encrypted, but should be signed 
      actions.put(attributeName, signOnly); 
      break; 
    case "test": 
      // Neither encrypted nor signed 
      break; 
    default: 
      // Encrypt and sign all other attributes 
      actions.put(attributeName, encryptAndSign); 
      break; 
  }
}

6단계: 항목 암호화 및 서명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하고 서명하려면encryptRecord의 인스턴스에 대한 메소
드DynamoDBEncryptor. 테이블 항목 지정 (record), 속성 작업 (actions) 및 암호화 컨텍스트 
(encryptionContext).

final Map<String, AttributeValue> encrypted_record = encryptor.encryptRecord(record, 
 actions, encryptionContext);

단계 7: DynamoDB 테이블에 항목 넣기

마지막으로 암호화된 서명된 항목을 DynamoDB 테이블에 넣습니다.

final AmazonDynamoDB ddb = AmazonDynamoDBClientBuilder.defaultClient();
ddb.putItem(tableName, encrypted_record);

DynamoDBMapper 사용
다음 예제에서는 DynamoDB 매퍼 헬퍼 클래스를Direct KMS Provider (p. 12). Direct KMS Provider는 암호
화 자료를 생성 및 보호합니다.AWS KMS key에서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를 지정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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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호환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와 함께 (CMP)DynamoDBMapperDirect KMS 
Provider를 하위 수준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DynamoDBEncryptor.

전체 코드 샘플 보기: AwsKmsEncryptedObject.java

1단계: Direct KMS Provider 생성

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AWS KMS지정된 리전을 가진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런 다음, 이 클라이언트 인
스턴스와 기본 를 사용하여 Direct KMS Provider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AWS KMS key.

이 예제에서는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사용하여AWS KMS key하지만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
든 유효한 키 식별자.

final String keyArn =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final String region = 'us-west-2' 
       
final AWSKMS kms = AWSKMS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final DirectKmsMaterialProvider cmp = new DirectKmsMaterialProvider(kms, keyArn);

2단계: DynamoDB Encryptor 및 DynamoDBMapper 생성

이전 단계에서 만든 Direct KMS Provider를 사용하여 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DynamoDB 암호화 
기 (p. 32). DynamoDB 매퍼를 사용하려면 하위 수준의 DynamoDB Encryptor를 인스턴스화해야 합
니다.

그런 다음 DynamoDB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와 매퍼 구성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DynamoDB 
Mapper의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Important

를 사용하는 경우DynamoDBMapper서명된 (또는 암호화된 및 서명된) 항목을 추가하거나 편집
하려면저장 동작 사용 (p. 32)다음과 같은PUT다음 예제와 같이 모든 속성을 포함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데이터를 해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final DynamoDBEncryptor encryptor = DynamoDBEncryptor.getInstance(cmp)
final AmazonDynamoDB ddb = 
 AmazonDynamoDBClientBuilder.standard().withRegion(region).build();

DynamoDBMapperConfig mapperConfig = 
 DynamoDBMapperConfig.builder().withSaveBehavior(SaveBehavior.PUT).build();
DynamoDBMapper mapper = new DynamoDBMapper(ddb, mapperConfig, new 
 AttributeEncryptor(encryptor));

3단계: DynamoDB 테이블 정의

그런 다음 DynamoDB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주석을 사용하여 속성 작업 (p. 33)을 지정합니다. 이 예
제에서는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합니다.ExampleTable, 그리고 aDataPoJo테이블 항목을 나타내
는 클래스입니다.

이 샘플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 속성이 서명되지만 암호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DynamoDBHashKey
주석이 달린 partition_attribute 및 @DynamoDBRangeKey 주석이 달린 sort_attribute에 적
용됩니다.

@DynamoDBAttribute 주석이 달린 속성(예: some numbers)은 암호화 및 서명됩니다. 예외는 다음
을 사용하는 속성입니다.@DoNotEncrypt(서명 전용) 또는@DoNotTouch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
트에서 정의한 암호화 주석 (암호화 또는 서명 안 함). 예를 들어 leave me 속성에 @DoNotTouch 주석
이 있으므로 암호화되거나 서명되지 않습니다.

@DynamoDBTable(tableName = "Exampl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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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tatic final class DataPoJo { 
  private String partitionAttribute; 
  private int sortAttribute; 
  private String example; 
  private long someNumbers; 
  private byte[] someBinary; 
  private String leaveMe;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partition_attribute") 
  public String getPartitionAttribute() { 
    return partitionAttribute; 
  } 

  public void setPartitionAttribute(String partitionAttribute) { 
    this.partitionAttribute = partitionAttribute; 
  } 

  @DynamoDBRangeKey(attributeName = "sort_attribute") 
  public int getSortAttribute() { 
    return sortAttribute; 
  } 

  public void setSortAttribute(int sortAttribute) { 
    this.sortAttribute = sortAttribut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example") 
  public String getExample() { 
    return example; 
  } 

  public void setExample(String example) { 
    this.example = exampl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some numbers") 
  public long getSomeNumbers() { 
    return someNumbers; 
  } 

  public void setSomeNumbers(long someNumbers) { 
    this.someNumbers = someNumbers;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and some binary") 
  public byte[] getSomeBinary() { 
    return someBinary; 
  } 

  public void setSomeBinary(byte[] someBinary) { 
    this.someBinary = someBinary;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leave me") 
  @DoNotTouch 
  public String getLeaveMe() { 
    return leaveMe; 
  } 

  public void setLeaveMe(String leaveMe) { 
    this.leaveMe = leaveMe; 
  }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DataPoJo [partitionAttribute=" + partitionAttribute + ", sort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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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tAttribute + ", example=" + example + ", someNumbers=" + someNumbers 
        + ", someBinary=" + Arrays.toString(someBinary) + ", leaveMe=" + leaveMe + "]"; 
  }
}

4단계: 테이블 항목 암호화 및 저장

이제 테이블 항목을 만들고 DynamoDB Mapper를 사용하여 저장하면 항목이 테이블에 추가되기 전에 
자동으로 암호화되고 서명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record라는 테이블 항목을 정의합니다. 테이블에 저장되기 전에 해당 속성은
DataPoJo 클래스의 주석을 기반으로 암호화되고 서명됩니다. 이 경우 PartitionAttribute,
SortAttribute 및 LeaveMe를 제외한 모든 속성은 암호화되고 서명됩니다. PartitionAttribute
및 SortAttributes는 서명만 됩니다. LeaveMe 속성은 암호화되거나 서명되지 않습니다.

record 항목을 암호화하고 서명한 다음 ExampleTable에 추가하려면 DynamoDBMapper 클래스의
save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DynamoDB 매퍼가PUT저장 동작에서는 항목을 업데이트하는 대신 동일한 
기본 키로 항목을 대체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명이 일치하고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올 때 해당 항목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DataPoJo record = new DataPoJo();
record.setPartitionAttribute("is this");
record.setSortAttribute(55);
record.setExample("data");
record.setSomeNumbers(99);
record.setSomeBinary(new byte[]{0x00, 0x01, 0x02});
record.setLeaveMe("alone");

mapper.save(record);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이 주제에서는 Python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에서 코
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aws-dynamodb-encryption-python리포지토리 GitHub(완료 및 테스트 포함)샘플 코
드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te

버전 1.x.x그리고 2.x.x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수는end-of-support 단
계 (p. 2)2022년 7월부터 신속하게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주제
• 사전 조건 (p. 40)
• 설치 (p. 41)
•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사용 (p. 41)
• Python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예제 코드 (p. 43)

사전 조건
Python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을 확인하세요.

지원되는 파이썬 버전

파이썬 버전 3.1.0 이상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 파이썬 3.6 이상이 필요합니다. 
파이썬을 다운로드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Pthon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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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의 Python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Python 2.7 및 Python 3.4 이상을 지원
하지만 최신 버전의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썬을 위한 pip 설치 도구

Python 3.6 이상 포함pip하지만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Pip 업그레이드 또는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설치에서pip.

설치
사용pip다음 예제와 같이 Python용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최신 버전을 설치하려면

pip install dynamodb-encryption-sdk

pip를 사용하여 패키지를 설치 및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암호화 라이브러리모든 플랫폼에서 의 모든 버전
을pip설치 및 구축암호화윈도우용 라이브러리pip8.1 이상 설치 및 빌드암호화Linux에서. 의 이전 버전을 사
용하는 경우pipLinux 환경에는 구축에 필요한 도구가 없습니다.암호화라이브러리,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Linux에서 암호화 구축하기.

에서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최신 개발 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aws-dynamodb-encryption-
python리포지토리 GitHub.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후 이 안내서의 Python 코드 예제를 살펴보면서 시작하십시오.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사용
이 단원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구현에서는 찾을 수 없는 Python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몇 가지 기능을 설명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용 사례가 없는 한 해당 사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Python 예제 (p. 43)단원을 참
조하십시오.예GitHub의 aws-dynamodb 암호화 - Python 리포지토리에서PythonDynamoDB 암호화 클라이
언트용.

주제
•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 41)
• TableInfo 클래스 (p. 42)
• Python의 속성 작업 (p. 42)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ython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 DynamoDB용 Boto 3 클래스를 미러링하는 여러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헬퍼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기존 DynamoDB 애플리케이션에 암
호화 및 서명을 더 쉽게 추가하고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기본 키에 대한 재정의 작업을 AttributeActions (p. 42) 객체에 추가하거나 AttributeActions 객
체가 기본 키를 암호화하도록 클라이언트에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항목에서 기본 키를 암호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의 기본 작업이AttributeActions객체가 입니
다.DO_NOTHING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가 기본 키에 대해 해당 작업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을 
사용합니다.SIGN_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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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TableInfo 객체 (p. 41)을 채웁니다.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DynamoDB에 대한 호출
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가 정확하고 클라이언트가 기본 키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 Support 방법 (예:put_item과get_itemDynamoDB 테이블에 쓰거나 읽어올 때 사용자 모르게 테이블 항
목을 암호화 및 해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단 하나의update_item메서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위 수준의 항목 암호화 도구 (p. 8)를 사용하여 직접 상호 작용하는 대신에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항목 암호화기에서 고급 옵션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
합니다.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EncryptedTable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표DynamoDB에서 리소스를 사용하여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을 처리합니다.

• EncryptedResource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서비스 리소스배치 처리를 위한 DynamoDB에서 클
래스입니다.

• EncryptedClient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하위 수준 클라이언트DynamoDB입니다.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호출자에게 DynamoDB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DescribeTable대상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TableInfo 클래스
이TableInfoclass는 DynamoDB 테이블을 나타내는 헬퍼 클래스로 기본 키와 보조 인덱스에 대한 필드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 41)를 사용하는 경우 이 클래스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TableInfo 객체
를 만들고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예는 항목 암호화 도구 사
용 (p. 45)을(를) 참조하십시오.

전화 할 때refresh_indexed_attributes의 메서드TableInfoDynamoDB를 호출하여 객체의 속성 값
을 채웁니다.DescribeTable작업. 테이블을 쿼리하는 것은 하드 코딩 인덱스 이름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TableInfo클래스에는encryption_context_values에 필요한 값을 제공하는 등록 정보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

이refresh_indexed_attributes메서드의 경우 호출자에게 DynamoDB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DescribeTable대상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Python의 속성 작업
속성 작업 (p. 8)은 항목의 각 속성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항목 암호화 도구에 알려줍니다. 파이썬에서 어트리
뷰트 액션을 지정하려면AttributeActions기본 동작과 특정 속성에 대한 예외가 있는 객체입니다. 유효
한 값은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CryptoAction열거 유형입니다.

Important

속성 작업을 사용하여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한 후 데이터 모델에서 속성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서명 검증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를 해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모델 변
경 (p. 4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O_NOTHING = 0
SIGN_ONLY = 1
ENCRYPT_AND_SIGN = 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AttributeActions객체가 설정됩니다.ENCRYPT_AND_SIGN모든 속성의 기본
값으로, 에 대한 예외를 지정합니다.ISBN과PublicationYear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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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 AttributeActions( 
    default_action=CryptoAction.ENCRYPT_AND_SIGN, 
    attribute_actions={ 
        'ISBN': CryptoAction.DO_NOTHING, 
        'PublicationYear': CryptoAction.SIGN_ONLY 
    }
)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 41)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 키 속성에 대한 속성 작업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
다. 클라이언트 도우미 클래스는 기본 키를 암호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클라이언트 도우미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작업은ENCRYPT_AND_SIGN기본 키에 대한 작업
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 키에 권장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SIGN_ONLY. 이 작업을 쉽게하려
면set_index_keys메서드는 기본 키에 SIGN_ONLY를 사용하거나 DO_NOWONY를 사용하여 기본 작업
인 경우

Warning

기본 키 속성은 암호화하지 마십시오. DynamoDB가 전체 테이블 스캔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항목
을 찾을 수 있도록 일반 텍스트를 유지해야 합니다.

actions = AttributeActions( 
    default_action=CryptoAction.ENCRYPT_AND_SIGN,
)
actions.set_index_keys(*table_info.protected_index_keys())

Python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의 예제 코드
다음 예제에서는 Python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DynamoDB 데이
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에서 더 많은 예제 (및 직접 제공) 을 찾을 수 있습니다.예의 디렉터리aws-
dynamodb-cryption-pythonGitHub의 리포지토리.

주제
• EncryptedTable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사용 (p. 43)
• 항목 암호화 도구 사용 (p. 45)

EncryptedTable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사용
다음 예제에서는 Direct KMS Provider (p. 12)를 EncryptedTable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 41)와 함
께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동일한 것을 사용합니다.암호화 자료 공급자 (p. 8)로항목 암
호화 도구 사용 (p. 45)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EncryptedTable하위 수준과 직접 상
호 작용하는 대신 클래스항목 암호화 (p. 8).

이러한 예제를 비교하면 클라이언트 도우미 클래스가 수행하는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을 만
드는 작업이 포함됩니다.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기본 키 속성을 항상 서명하되 절대로 암호화되
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를 생성하거나 기본 키를 검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는 DynamoDB를 호출합니다.DescribeTable작업을 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려면 이 작업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코드 샘플 보기: aws_kms_encrypted_table.py

1단계: 테이블 생성

먼저 테이블 이름을 사용하여 표준 DynamoDB 테이블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table_name='test-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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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boto3.resource('dynamodb').Table(table_name)

2단계: 암호화 자료 공급자 생성

선택한 암호화 자료 공급자 (p. 11)(CMP)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Direct KMS Provider (p. 12)를 사용하지만, 사용자는 모든 호환되는 CMP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Direct KMS 공급자를 생성하려면AWS KMS key. 이 예제에서는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사용합니다.AWS KMS key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키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ms_key_id='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kms_cmp = AwsKmsCryptographicMaterialsProvider(key_id=kms_key_id)

3단계: 속성 작업 객체 만들기

속성 작업 (p. 8)은 항목의 각 속성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항목 암호화 도구에 알려줍니다. 
이AttributeActions이 예제의 object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암호화하고 서명합니다.test는 
무시됩니다.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 기본 키 속성에 대한 속성 작업을 지정하지 마십시오. 
이EncryptedTable클래스가 기본 키 속성을 서명하지만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actions = AttributeActions( 
    default_action=CryptoAction.ENCRYPT_AND_SIGN, 
    attribute_actions={'test': CryptoAction.DO_NOTHING}
)

4단계: 암호화된 테이블 생성

표준 테이블, 직접 KMS 공급자 및 속성 작업을 사용하여 암호화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성
을 완료합니다.

encrypted_table = EncryptedTable( 
    table=table, 
    materials_provider=kms_cmp, 
    attribute_actions=actions
)

5단계: 테이블에 일반 텍스트 항목 추가

전화 할 때put_item에 대한 메서드encrypted_table를 선택하면 테이블 항목이 사용자 모르고 암호
화 및 서명되어 DynamoDB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먼저 테이블 항목을 정의합니다.

plaintext_item = { 
    'partition_attribute': 'value1', 
    'sort_attribute': 55 
    'example': 'data', 
    'numbers': 99, 
    'binary': Binary(b'\x00\x01\x02'), 
    'test': 'test-value'
}

그런 다음 테이블에 업로드합니다.

encrypted_table.put_item(Item=plaintext_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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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테이블에서 암호화된 형태로 항목을 가져오려면get_item에 대한 메서드table객체입니다. 해
독된 항목을 가져오려면get_item에 대한 메서드encrypted_table객체입니다.

항목 암호화 도구 사용
이 예제에서는 과 직접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항목 암호화 (p. 8)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에서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할 때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 41)이를 통해 항목 암호화기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경우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및 구성 객체를 생성해야 합니다.CryptoConfig) 수동
으로 합니다. 또한 한 번의 호출로 항목을 암호화하고 별도의 호출로 DynamoDB 테이블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put_item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호출하고 사용하여 
DynamoDB로 전송하지 않을 구조화된 데이터를 암호화 및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Direct KMS Provider (p. 12)를 사용하지만, 사용자는 모든 호환되는 CMP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전체 코드 샘플 보기: aws_kms_encrypted_item.py

1단계: 테이블 생성

먼저 테이블 이름을 사용하여 표준 DynamoDB 테이블 리소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table_name='test-table'
table = boto3.resource('dynamodb').Table(table_name)

2단계: 암호화 자료 공급자 생성

선택한 암호화 자료 공급자 (p. 11)(CMP)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Direct KMS Provider (p. 12)를 사용하지만, 사용자는 모든 호환되는 CMP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Direct KMS 공급자를 생성하려면AWS KMS key. 이 예제에서는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사용합니다.AWS KMS key을 반환합니다. 그러나 유효한 키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ms_key_id='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kms_cmp = AwsKmsCryptographicMaterialsProvider(key_id=kms_key_id)

3단계: TableInfo 도우미 클래스 사용

DynamoDB에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려면TableInfo (p. 41)헬퍼 클래스. 항목 암호화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작업할 때TableInfo인스턴스를 만들고 해당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클라이언트 헬퍼 클
래스 (p. 41)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refresh_indexed_attributes의 메서드TableInfo를 사용합니다.DescribeTable테이블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얻기 위한 DynamoDB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 키와 로컬 및 전역 보조 인덱
스가 포함됩니다. 호출자가 전화를 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DescribeTable.

table_info = TableInfo(name=table_name)
table_info.refresh_indexed_attributes(table.meta.client)

4단계: 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생성

이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 (p. 10)에는 테이블 구조 및 테이블 구조 및 암호화 및 서명된 방법에 대
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항목 암호화기와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DynamoDB 암호화 컨
텍스트를 명시적으로 생성합니다. 이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 41)DynamoDB 암호화 컨텍스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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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Info (p. 41) 헬퍼 클래스의 속성을 사용하여 파티션 키와 정렬 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ndex_key = { 
    'partition_attribute': 'value1', 
    'sort_attribute': 55
}

encryption_context = EncryptionContext( 
    table_name=table_name, 
    partition_key_name=table_info.primary_index.partition, 
    sort_key_name=table_info.primary_index.sort, 
    attributes=dict_to_ddb(index_key)
)

5단계: 속성 작업 객체 만들기

속성 작업 (p. 8)은 항목의 각 속성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항목 암호화 도구에 알려줍니다. 
이AttributeActions이 예제의 object는 서명되었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기본 키 속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암호화 및 서명합니다.test는 무시됩니다.

항목 암호화기와 직접 상호 작용할 때 기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ENCRYPT_AND_SIGN에서
는 기본 키에 대해 대체 작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set_index_keys메서드, 다음을 사용합니
다.SIGN_ONLY는 기본 키를 사용하거나DO_NOTHING기본 작업인 경우.

기본 키를 지정하기 위해 이 예에서는TableInfo (p. 41)DynamoDB에 대한 호출로 채워지는 객체입니
다. 이 기술은 기본 키 이름을 하드 코딩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actions = AttributeActions( 
    default_action=CryptoAction.ENCRYPT_AND_SIGN, 
    attribute_actions={'test': CryptoAction.DO_NOTHING}
)
actions.set_index_keys(*table_info.protected_index_keys())

6단계: 항목에 대한 구성 생성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에서 방금 만든 객체를 사용합니다.CryptoConfig테이블 
항목에 대한 구성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CryptoConfig를 생성합니다.

crypto_config = CryptoConfig( 
    materials_provider=kms_cmp, 
    encryption_context=encryption_context, 
    attribute_actions=actions
)

단계 7: 항목 암호화

이 단계는 항목을 암호화하고 서명하지만 DynamoDB 테이블에 넣지는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 항목이 사용자 모르고 암호화 및 서명된 다음, 사용자가 를 호출
할 때 DynamoDB 테이블에 추가됩니다.put_item헬퍼 클래스의 메서드. 항목 암호화기를 직접 사용하
는 경우 암호화 및 넣기 작업은 독립적입니다.

먼저 일반 텍스트 항목을 만듭니다.

plaintext_item = { 
    'partition_attribute': 'value1', 
    'sort_key': 55, 
    'example': 'data', 
    'numbers': 99, 
    'binary': Binary(b'\x00\x01\x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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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test-value'
}

그런 다음 암호화하고 서명합니다. 이encrypt_python_item메서드에는CryptoConfig구성 객체입
니다.

encrypted_item = encrypt_python_item(plaintext_item, crypto_config)

8단계: 테이블에 항목을 업로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암호화된 서명된 항목을 DynamoDB 테이블에 넣습니다.

table.put_item(Item=encrypted_item)

암호화된 항목을 보려면get_item원본에 대한 메소드table객체 대신encrypted_table객체입니다. 확
인 및 암호 해독하지 않고 DynamoDB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져옵니다.

encrypted_item = table.get_item(Key=partition_key)['Item']

다음 이미지는 암호화 및 서명된 테이블 항목 예제 코드입니다.

암호화된 속성 값은 이진 데이터입니다. 기본 키 속성의 이름 및 값 
(partition_attribute과sort_attribute) 및test속성은 일반 텍스트로 유지됩니다. 이 출력은 서명
(*amzn-ddb-map-sig*)을 포함하는 속성과 자료 설명 속성 (p. 9)(*amzn-ddb-map-desc*)을 보여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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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 변경
항목을 암호화하거나 해독할 때마다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속성 작업 (p. 8)이는 DynamoDB 암호화 클라
이언트에 암호화 및 서명해야 할 속성, 서명만 (암호화하지 않음) 해야 하는 속성 및 무시해야 할 속성을 에 
알려줍니다. 속성 작업은 암호화된 항목에 저장되지 않으며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속성 작업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Important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되지 않은 기존의 DynamoDB 테이블 데이터의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변경할 때마다, 즉 테이블 항목에서 속성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속성 작업이 항목의 모든 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항목이 암호화되지 않고 의도한 방식으로 서명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목 해독 시 제공하는 속성 작업과 항목 암호화 시 제공했던 속성 작업이 다른 
경우 서명 확인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목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속성 작업이 서명하도록 지시하는 경우test속성, 항목의 서명에
는test속성. 그러나 항목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사용된 속성 작업이test속성, 클라이언트가 를 포함하지 
않는 서명을 확인하려고 시도하므로 확인이 실패합니다.test속성.

이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DynamoDB 항목을 읽고 쓸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항목에 대해 동일한 서명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속성 작업의 
변경 사항이 모든 호스트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한 프로세스에
서 한 호스트가 DynamoDB 테이블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도 모범 사례 프로세스를 설정하면 프로젝트가 더욱 
복잡해지더라도 오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이블 항목을 읽을 수 없도록 하는 서명 유효성 검사 오류를 방지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속성 추가 (p. 48)— 새 속성이 속성 작업을 변경하는 경우 항목에 새 속성을 포함하기 전에 속성 작업 
변경을 완전히 배포합니다.

• 속성 제거 (p. 50)— 항목에서 속성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속성 작업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작업 변경 — 속성 작업 구성을 사용하여 테이블 항목을 암호화한 후에는 테이블의 모든 항목을 다시 암호

화하지 않고는 기존 속성에 대한 기본 작업이나 작업을 안전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명 유효성 검사 오류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오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제
• 속성 추가 (p. 48)
• 속성 제거 (p. 50)

속성 추가
테이블 항목에 새 속성을 추가할 때 속성 작업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명 유효성 검사 오류를 방지하
려면 2단계 프로세스로 이 변경을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1. 테이블을 읽거나 쓰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속성 작업을 변경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배포하고 업
데이트가 모든 대상 호스트에 전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테이블 항목의 새 속성에 값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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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단계 접근 방식은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호스트에 동일한 속성 작업이 있도록 하며, 새 속성이 발생하기 
전에 동일한 서명을 계산합니다. 일부 암호화의 기본값은 암호화 및 서명이기 때문에 속성에 대한 작업이 아
무 작업 안 함(암호화 또는 서명 안 함)인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이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코드를 보여 줍니다. 다른 테이블 항목에 대한 링크를 
저장하는 새 항목 속성인 link를 추가합니다. 이 링크는 일반 텍스트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예제에서는 서
명 전용 작업을 할당합니다. 이 변경 사항을 완전히 배포한 다음 모든 애플리케이션과 호스트에 새 속성 작업
이 있는지 확인한 후 테이블 항목에서 link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va DynamoDB Mapper

DynamoDB Mapper 및 AttributeEncryptor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 키(서명되지만 
암호화되지 않음)를 제외하고는 모든 속성이 암호화 및 서명됩니다. 서명 전용 작업을 지정하려면
@DoNotEncrypt 주석을 사용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새 link 속성에 대한 @DoNotEncrypt 주석을 사용합니다.

@DynamoDBTable(tableName = "ExampleTable")
public static final class DataPoJo { 
  private String partitionAttribute; 
  private int sortAttribute; 
   private String link;

  @DynamoDBHashKey(attributeName = "partition_attribute") 
  public String getPartitionAttribute() { 
    return partitionAttribute; 
  } 
     
  public void setPartitionAttribute(String partitionAttribute) { 
    this.partitionAttribute = partitionAttribute; 
  } 

  @DynamoDBRangeKey(attributeName = "sort_attribute") 
  public int getSortAttribute() { 
    return sortAttribute; 
  } 

  public void setSortAttribute(int sortAttribute) { 
    this.sortAttribute = sortAttribute; 
  } 

   @DynamoDBAttribute(attributeName = "link") 
  @DoNotEncrypt 
  public String getLink() { 
    return link; 
  } 

  public void setLink(String link) { 
    this.link = link; 
  }

  @Override 
  public String toString() { 
    return "DataPoJo [partitionAttribute=" + partitionAttribute + ", 
        sortAttribute=" + sortAttribute + ", 
         link=" + link + "]"; 
  }
}             

Java DynamoDB encryptor

하위 수준 DynamoDB 암호화 프로그램에서는 각 속성에 대한 작업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본값이 encryptAndSign인 switch 문을 사용하며, 파티션 키, 정렬 키 및 새 link 속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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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지정됩니다. 이 예제에서 링크 속성 코드가 사용되기 전에 완전히 배포되지 않은 경우 링크 속성
은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되고 서명되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서명만 됩니다.

for (final String attributeName : record.keySet()) { 
    switch (attributeName) { 
        case partitionKeyName: 
            // fall through to the next case 
        case sortKeyName: 
            // partition and sort keys must be signed, but not encrypted 
            actions.put(attributeName, signOnly); 
            break; 
         case "link": 
            // only signed 
            actions.put(attributeName, signOnly); 
            break;
        default: 
            // Encrypt and sign all other attributes 
            actions.put(attributeName, encryptAndSign); 
            break; 
    }
}                

Python

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속성에 대한 기본 작업을 지정한 다음 예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ython 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 41)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 키 속성에 대한 속성 작업을 지정할 필요
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도우미 클래스는 기본 키를 암호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도
우미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파티션 키 및 정렬 키에 대해 SIGN_ONLY 작업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수로 파티션 또는 정렬 키를 암호화한 경우 전체 테이블 스캔 없이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SIGN_ONLY 작업을 가져오는 새 link 속성에 대한 예외를 지정합니다.

actions = AttributeActions( 
    default_action=CryptoAction.ENCRYPT_AND_SIGN, 
    attribute_actions={ 
      'example': CryptoAction.DO_NOTHING,   
       'link': CryptoAction.SIGN_ONLY
    }
)

속성 제거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로 암호화된 항목에 더 이상 속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속성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속성에 대한 작업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 해당 속성을 가진 
항목이 발견되면 해당 항목에 대해 계산된 서명이 원래 서명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서명 유효성 검사가 실패
합니다.

코드에서 속성의 모든 추적을 제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추가합니다. 전체 테이블 스캔을 수행하여 속성의 모든 인스턴스를 삭제하더라도 해당 속성을 가진 
암호화된 항목이 캐싱되거나 구성 어딘가에서 처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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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애플
리케이션의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
한 제안을 제공합니다.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다음 주소로 문제를 제출하십시오.aws-
dynamodb-encryption-java또는aws-dynamodb-encryption-python GitHub 리포토리.

이 설명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려면 이 페이지의 피드백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aws-dynamodb-encryption-docs, 이 설명서의 오픈 소스 저장소 GitHub.

주제
•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p. 51)
• 서명 확인 실패 (p. 51)
• 이전 버전 글로벌 테이블 관련 문제 (p. 52)
• 가장 최근 공급자의 성능 저하 (p. 52)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문제: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제안: 필요한 권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보안 컨텍스트에 추가하십시오.

세부 정보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호출자에게 해당 구성 
요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수 요소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 Amazon Web Services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 계정 또는 모든 계
정에 의존AWS서비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경우AWS, 너는 필요해... 과AWS 계정과권한
이 있는 사용자계정을 사용하려면.

•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는 Amazon DynamoDB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를 사
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DynamoDB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항목을 테이블에 넣거나, 테이블에서 항목을 가
져오는 경우 호출자는 에서 필요한 DynamoDB 작업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AWS 계정. 자세한 내
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액세스 제어 주제에서Amazon DynamoDB 개발자 가이드.

•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클라이언트 헬퍼 클래스 (p. 41)파이썬용 DynamoDB 암호화 클라
이언트에서 호출자는 DynamoDB를 호출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DescribeTable작업.

•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직접 KMS 재료 공급업체 (p. 12)또는 a를 사용합니다.가장 최근 
제공자 (p. 20)를 사용하는 프로바이더 스토어와 함께AWS KMS, 발신자는 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AWS KMS GenerateDataKey과Decrypt작업.

서명 확인 실패
문제: 서명 확인에 실패하기 때문에 항목의 암호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항목이 의도한 대로 암호화 및 
서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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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ithub.com/aws/aws-dynamodb-encryption-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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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kms/latest/APIReference/API_GenerateDataKey.html
https://docs.aws.amazon.com/kms/latest/APIReference/API_Decryp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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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 글로벌 테이블 관련 문제

제안: 제공하는 속성 작업이 항목의 모든 속성을 고려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항목을 해독할 때는 항목을 암호
화하는 데 사용된 작업과 일치하는 속성 작업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부 정보

이속성 작업 (p. 8)이를 제공하면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 암호화 및 서명할 속성, 서명할 속성 (암
호화하지 않음) 및 무시할 속성을 알려 줍니다.

지정한 속성 작업이 항목의 모든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항목이 의도한 대로 암호화되고 서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의 암호를 해독할 때 제공하는 속성 작업이 항목을 암호화할 때 제공한 속성 작업과 다를 
경우 서명 확인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속성 동작이 모든 호스트에 전파되지 않았을 수 있는 분
산 응용 프로그램에서 특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서명 유효성 검사 오류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모델을 변경할 때 추가 예방 조치
를 취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모델 변경 (p. 48)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전 버전 글로벌 테이블 관련 문제
문제: 이전 버전의 Amazon DynamoDB 글로벌 테이블에 있는 항목은 서명 검증이 실패하기 때문에 해독할 
수 없습니다.

제안: 예약된 복제 필드가 암호화되거나 서명되지 않도록 속성 작업을 설정합니다.

세부 정보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DynamoDB 전역 테이블. 전역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다중 리전 KMS 키KMS 키를 모두 복제합니다.AWS 리전여기서 글로벌 테이블이 복
제됩니다.

전역 테이블에 시작버전 2019.11.21특별한 구성 없이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버전 2017.11.29예약된 복제 필드가 암호화되거
나 서명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테이블 버전 2017.11.29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속성에 대한 속성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
다.DO_NOTHING에서자바 (p. 33)또는@DoNotTouch에서파이썬 (p. 42).

• aws:rep:deleting
• aws:rep:updatetime
• aws:rep:updateregion

전역 테이블의 다른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공급자의 성능 저하
문제: 특히 최신 버전의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로 업데이트한 후에는 애플리케이션의 응답성이 떨어
집니다.

제안: 를 조정하십시오 time-to-live 값 및 캐시 크기.

세부 정보

최신 공급자는 암호화 자료의 재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애
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최신 제공자를 구성할 때는 성능 향상과 
캐싱 및 재사용으로 인한 보안 문제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52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GlobalTables.html
https://docs.aws.amazon.com/kms/latest/developerguide/multi-region-keys-overview.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globaltables.V2.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globaltables.V1.html


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 개발자 안내서
가장 최근 공급자의 성능 저하

최신 버전의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트에서는 time-to-live (TTL) 값은 캐시된 CMP (암호화 자료 공급
자) 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합니다. 또한 TTL은 최신 제공자가 새 버전의 CMP를 확인하는 빈도를 결
정합니다.

TTL이 너무 길면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규칙이나 보안 표준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TTL이 너무 짧으면 
제공업체 스토어를 자주 호출하면 서비스 계정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연 시간 및 가용성 목표를 충족하고 보안 표준을 준수하는 값으로 
TTL 및 캐시 크기를 조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time-to-live 값 설정 (p. 24)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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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ynamoDB 암호화 클라이언
트 개발자 안내서의 문서 기록

아래 표에 이 설명서의 주요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Amazon은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 외에도 설명
과 예제를 개선하고 고객이 제공한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설명서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를 구독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문서 변경 교체하기AWS Key Management 
Service용어고객 마스터 키 
(CMK)와AWS KMS key과KMS 
키.

2021년 8월 30일

새로운 기능 에 대한 지원 추가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다중 리전 키. 다중 리전 키는AWS 
KMS다른 키AWS 리전키 ID 및 키 
구성 요소가 같기 때문에 서로 바
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8일

새 예 Java에서 DynamoDBMapper를 
사용하는 예제를 추가했습니다.

2018년 9월 6일

파이썬 지원 Java뿐만 아니라 Python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2018년 5월 2일

최초 릴리스 이 설명서의 최초 릴리스입니다. 2018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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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dynamodb-encryption-client/latest/devguide/direct-kms-provid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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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dynamodb-encryption-client/latest/devguide/pyth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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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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