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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핵심 개념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무엇인가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Amazon Redshift, Amazon Service, Amazon 
Service, Amazon OpenSearch 서버리스, Splunk등 사용자가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 또는 HTTP 엔드포
인트 또는 HTTP 엔드포인트 또는 HTTP 엔드포인트 등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 또는 HTTP 엔드포인트 등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 또는 HTTP 엔드포인트 등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 또는 HTTP 엔드포인트 등 소
유한 HTTP 엔드포인트 또는 HTTP 엔드포인트 등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 또는 HTTP 엔드포인트 등 소
유한 HTTP 엔드포인트 또는 HTTP OpenSearch 모든 서드 파티 서비스 제공업체, Dynatrace, MongoDB, 뉴
렐릭, 스모 로직 등 서드 파티 서비스 제공업체가 MongoDB, New Relic을 포함하여 MongoDB, New Relic을 
포함하여 MongoDB LogicMonitor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Kinesis Data Streams, Kinesis Video 
Streams 및 Amazon Kinesis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함께 Kinesis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의 일부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거나 리소스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데이터 생산자를 구성하면 지정한 대상으로 데이터가 자동으
로 전송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변환하도록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
다.

AWS빅데이터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Big Data를 참조하십시오AWS. AWS스트리밍 데이터 솔
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트리밍 데이터란? 을 참조하십시오.

Note

생산자, AWS스트리밍 스토리지, 소비자 및 대상을 통해 데이터가 흐르는AWS CloudFormation 템
플릿을 제공하는 Amazon MSK용 최신 스트리밍 데이터 솔루션을 주목하십시오.

핵심 개념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시작할 때 다음 개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기본 엔티티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만든 다음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여 전송하여 Kinesis Data Firehose를 사용하는 것입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p. 5) 및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 전송 (p. 29) 단원을 참조하세요.

record

데이터 생산자가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관심 데이터입니다. 레코드는 최대 
1000KB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자

생산자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레코드를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전송 스트림에 로그 데
이터를 보내는 웹 서버가 데이터 생산자입니다. 또한 기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자동으
로 읽고 대상에 로드하도록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 전송 (p. 29)을 참조하세요.

버퍼 크기와 버퍼 간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특정 크기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버퍼링
한 후 대상으로 전송합니다. Buffer Size는 MBBuffer Interval 단위이며 초 단위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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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흐름

데이터 흐름
Amazon S3 대상의 경우 스트리밍 데이터가 S3 버킷으로 전송됩니다.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선택적
으로 소스 데이터를 다른 Amazon S3 버킷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대상의 경우 스트리밍 데이터가 먼저 S3 버킷으로 전송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RedshiftCOPY 명령을 실행하여 S3 버킷에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로
드합니다.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선택적으로 소스 데이터를 다른 Amazon S3 버킷에 백업할 수 있습
니다.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의 경우 스트리밍 데이터가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로 전송되며 선택적으로 
S3 버킷에 동시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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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흐름

Splunk 대상인 경우 스트리밍 데이터가 Splunk 클러스터로 전송되며, 동시에 선택적으로 S3 버킷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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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에 가입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KinineFireFirehose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먼저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작업
• AWS에 가입 (p. 4)
• 선택 사항: 라이브러리 및 도구 다운로드 (p. 4)

AWS에 가입
Amazon Web ServicesAWS ServFireFirehose를AWS 포함해 의 모든 서비스에AWS 계정이 자동으로 등록
됩니다. 사용자는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이미 AWS 계정이 있다면 다음 태스크로 건너뜁니다. AWS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계정을 
만드세요.

AWS 계정에 가입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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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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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계정에 가입하면 AWS 계정 루트 사용자가 생성됩니다. 루트 사용자에게는 계정의 모든 AWS 서
비스 및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는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자 액세스 권한
을 할당하고, 루트 사용자만 사용하여 루트 사용자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 라이브러리 및 도구 다운로드
다음 라이브러리 및 도구는 프로그래밍 방식 및 명령줄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참조는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지원하는 기본 작업 
세트입니다.

• Go, Java, .NET, Node.js, Python 및 Ruby용AWS SDK에는 Kinesis Data Firehose 지원 및 샘플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사용 중인 버전에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용 샘플이 포함되어AWS SDK for Java 있지 않은 경우 
에서 최신AWS SDK를 다운로드할 수도 GitHub있습니다.

• 는 KininFireFirehose를 AWS Command Line Interface지원합니다. 를AWS CLI 사용하면 명령줄에서 여러
AWS 서비스를 관리하고 스크립트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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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대상 및 이름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이AWS Management Console또는AWSSDK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려면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을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이 생성된 후 언제든지 전송 스트림의 구성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UpdateDestinati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은ACTIVE구성이 업데이트되는 동안 
을 (를) 입력하면 계속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구성은 일반적으로 몇 분 내에 적용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버전 번호는1구성을 업데이트한 후 전송된 Amazon S3 객체 이름에 반
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S3 객체 이름 포맷 (p. 86)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항목에서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제
• 소스, 대상 및 이름 (p. 5)
• 레코드 변환 및 레코드 형식 변환 (p. 6)
• 목적지 설정 (p. 7)
• Backup 및 고급 설정 (p. 24)

소스, 대상 및 이름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kinesis에서 Kinesis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Data Firehose를 선택합니다.
3. Create delivery stream(전송 스트림 생성)을 선택합니다.
4.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소스
• 직접 PUT: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 옵션을 선택하면 생산자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Direct PUT과 통합된 서비스, 에이전트 
및 오픈 소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AWS
• AWS SDK
• AWS Lambda
• AWS클라우드 워치 로그
• AWS클라우드 워치 이벤트
• AWS클라우드 메트릭 스트림
• AWSIOT
• AWSEventbridge
• Amazon SNS
• AWSWAF 웹 ACL 로그
• Amazon API Gateway - 액세스 로그
• Amazon Pinpoint
• Amazon MSK 브로커 로그
• Amazon Route 53 Resolver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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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Network Firewall 경고 로그
• AWSNetwork Firewall 흐름 로그
• 아마존 엘라스티캐시 레디스 슬로우로그
• Kinesis 에이전트 (리눅스)
• Kinesis 탭 (윈도우)
• 플루언트비트
• Fluentd
• Apache Nifi

• Kinesis 스트림: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구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사용
하여 기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쉽게 읽고 대상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하여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쓰기를 참조하십시오.

전송 스트림 대상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대상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Data Firehose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Amazon Redshift, Amazon Service, Amazon Service 및 
사용자 또는 서드 파티 OpenSearch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 등 Kinesis Data 
Firehose가 운영하는 HTTP 엔드포인트 등 Kinesis Data Firehose가 운영하는 HTTP 엔드포인트 등 
Kinesis Data Fire 지원되는 목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 아마존 OpenSearch 서버리스
• Amazon Redshift
• Amazon S3
• 코랄로직스
• Datadog
• Dynatrace
• 유동성
• HTTP 엔드포인트
• 허니컴
• 로직 모니터
• Logz.io
• MongoDB 클라우드
• New Relic
• Splunk
• Sumo Logic

Delivery stream name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레코드 변환 및 레코드 형식 변환
레코드 데이터를 변환하고 변환하도록 Kinesis Data Firehose를 구성합니다.

1. 에서소스 레코드 변환AWS Lambda섹션에서 다음 필드에 값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변환

수신 데이터를 변환하지 않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려면비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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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sis Data Firehose가 수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변환하는 데 사용할 Lambda 함수를 지정
하려면활성화됨. Lambda 블루프린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Lambda 함수를 구성하거나 기존 
Lambda 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에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요구하
는 상태 모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ata Firehose 
Data F (p. 67)을 참조하십시오.

2. Convert record format(레코드 형식 변환) 섹션에서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Record format conversion(레코드 형식 변환)

수신 데이터 레코드 형식을 변환하지 않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려면비활성.

수신 레코드 형식을 변환하려면 활성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출력 형식을 지정합니다. 다음을 지정해
야 합니다.AWS GlueKinesis Data Firehose가 레코드 형식을 변환하는 데 사용할 스키마를 보유하
는 테이블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레코드 형식 변환 (p. 77)을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형식 변환을 설정하는 방법의 예AWS CloudFormation참조AWSKinesisFirehose# 
DeliveryStream.

목적지 설정
이 주제에서는 전송 스트림의 대상 설정을 기술합니다.

주제
• 목적지로 Amazon S3를 선택하세요 (p. 7)
• 목적지로 Amazon Redshift 선택하세요 (p. 9)
• 목적지에 맞는 OpenSearch 서비스 선택 (p. 11)
• 목적지로 OpenSearch 서버리스를 선택하세요 (p. 12)
• 목적지로 사용할 HTTP 엔드포인트 선택 (p. 12)
• 목적지에 맞는 Datadog을 선택하세요 (p. 13)
• 목적지에 맞는 허니콤을 선택하세요 (p. 14)
• 목적지로 Coralogix를 선택하세요 (p. 15)
• 목적지로 다이나트레이스를 선택하세요 (p. 16)
•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LogicMonitor  (p. 17)
• 목적지로 Logz.io를 선택하십시오. (p. 18)
• 목적지로 MongoDB 클라우드를 선택하세요 (p. 19)
• 목적지에 맞는 뉴렐릭을 선택하세요 (p. 20)
• Splunk를 대상으로 선택 (p. 21)
• 목적지에 맞는 스모 로직을 선택하세요 (p. 22)
• 목적지에 맞는 Elastic을 선택하세요 (p. 23)

목적지로 Amazon S3를 선택하세요
Amazon S3를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면 다음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S3 버킷

스트리밍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는 고유한 S3 버킷을 선택합니다. 새 S3 버킷을 생성하거나 기존 
버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resource-kinesisfirehose-deliverystream.html#aws-resource-kinesisfirehose-deliverystream--examples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resource-kinesisfirehose-deliverystream.html#aws-resource-kinesisfirehose-deliverystream--examples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로 Amazon S3를 선택하세요

S3 버킷 접두사 - 선택 사항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이 필드는 선택 필드입니다.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기로 
선택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가 오류 상황에서 Amazon S3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S3 
오류 버킷 접두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수신 데이터를 동적으로 
파티셔닝하지 못하면 해당 데이터 레코드가 이 S3 오류 버킷 접두사로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객체 이름 포맷 (p. 86) 및 사용자 지정 Amazon S3 접두사 (p. 115)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동적 파티셔닝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려면 [Enabled] 를 선택합니다.
멀티 레코드 애그리게이션

전송 스트림의 레코드를 분석하여 유효한 JSON 또는 지정된 새 줄 구분 기호를 기준으로 레코드를 
분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여러 이벤트, 로그 또는 레코드를 단일 PutRecord 및 PutRecordBatch API 호출로 집계하는 경우
에도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적 파티셔닝
을 활성화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레코드를 파싱하고 각 API 호출 내에서 여러 유효
한 JSON 객체를 찾습니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소스로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구성한 경우 
Kinesis 프로듀서 라이브러리 (KPL) 에 내장된 집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파티션 기능은 
데이터가 집계 해제된 후에 실행됩니다. 따라서 각 API 호출의 각 레코드를 서로 다른 Amazon S3 
접두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Lambda 함수 통합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할 기능 이전에 다른 
집계 해제 또는 기타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데이터가 집계된 경우 데이터 집계 해제를 수행한 후에만 동적 파티셔닝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집계된 데이터에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는 경우 [Enabled] 를 선택하여 다
중 레코드 집계 해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은 KPL (protobuf) 집계 해제, JSON 또는 구분자 집계 해제, 
Lambda 처리, 데이터 분할, 데이터 형식 변환 및 Amazon S3 전송의 순서로 처리 단계를 수행합니
다.

다중 레코드 집계 해제 유형

다중 레코드 집계 해제를 활성화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집계 해제하는 방법을 지정해야 합
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JSON 또는 구분 기호를 선택합니다.

새 줄 구분 기호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면 Amazon S3로 전송되는 객체의 레코드 사이에 새 줄 구분 기호를 추가
하도록 전송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Enabled] 를 선택합니다. Amazon S3로 
전송되는 객체의 레코드 사이에 새 줄 구분 기호를 추가하지 않으려면 [Disabled] 를 선택합니다.

인라인 파싱

이는 Amazon S3에 바인딩된 데이터를 동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지원되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의 동적 파티셔닝을 위해 인라인 파싱을 사용하려면 파티셔닝 키로 사용할 데이터 레코드 파
라미터를 지정하고 지정된 각 파티션 키에 대한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라인 파싱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려면 [Enabled] 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위 단계에서 소스 레코드 변환을 위해AWS Lambda 함수를 지정한 경우 이 함수를 사용하
여 S3에 바인딩된 데이터를 동적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인라인 파싱을 통해 여전히 파티셔
닝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적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인라인 파싱이나AWS Lambda 함
수를 사용하여 파티셔닝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라인 파싱과AWS Lambda 함수
를 동시에 사용하여 파티셔닝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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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파티셔닝 키

Key 및 Value 필드를 사용하여 동적 파티셔닝 키로 사용할 데이터 레코드 파라미터와 동적 파티셔
닝 키 값을 생성하는 jq 쿼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jq 1.6만 지원합니다. 최
대 50개의 동적 파티셔닝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의 동적 파티셔닝을 성공적으로 구
성하려면 동적 파티셔닝 키 값에 유효한 jq 표현식을 입력해야 합니다.

S3 버킷 접두사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고 구성할 때는 Kinesis Data Firehose가 파티셔닝된 데이터를 전송할 S3 
버킷 접두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동적 파티셔닝을 올바르게 구성하려면 S3 버킷 접두사 수가 지정된 파티셔닝 키 수와 동일해야 합
니다.

인라인 파싱이나 지정된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소스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습
니다. 소스 데이터에 대한 파티셔닝 키를 생성하도록AWS Lambda 함수를 지정한 경우, 
"partitionKeyFromLambda:KeyID” 형식을 사용하여 S3 버킷 접두사 값을 수동으로 입
력해야 합니다. 인라인 파싱을 사용하여 소스 데이터의 파티셔닝 키를 지정하는 경우, 
"partitionKeyFromQuery:KeyID” 형식을 사용하여 S3 버킷 미리 보기 값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동
적 파티셔닝 키 적용 버튼을 선택하여 동적 파티셔닝 키/값 쌍을 사용하여 S3 버킷 접두사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파싱이나AWS Lambd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할하는 동안 S3 버킷 
접두사에 다음과 같은 표현식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value}. 여기서 네임스
페이스는 partitionKeyFrom 쿼리 또는 partitionKeyFrom Lambda일 수 있습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S3 압축 및 암호화

GZIP, Snappy, Zip 또는 하둡 호환 Snappy 데이터 압축을 선택하거나 데이터 압축 안 함을 선택합
니다. Amazon Redshift Redshift를 대상으로 하는 전송 스트림에는 Snappy, Zip 및 하둡과 호환되
는 Snappy 압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에 제공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AWS KMS 
(AWS키 관리 서비스) 와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소유한AWS KMS 키 목록의 키로 암호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MS AWS관리 
키가 있는 서버측 암호화 (SSE-KMS) 를 사용하는 데이터 보호 를 참조하세요.

목적지로 Amazon Redshift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Amazon Redshift Redshift를 전송 스트림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설명합니다.

•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클러스터

S3 버킷 데이터가 복사되는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입니다.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Kinesis Data Firehose IP 주소의 차단을 해제합니다. 자세
한 정보는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Redshift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48)을 참
조하세요.

사용자 이름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Amazon Redshift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에
게는 S3 버킷에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는 Amazon RedshiftINSER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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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복사되는 위치의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표

데이터가 복사되는 Amazon Redshift 테이블입니다.
칼럼

(선택 사항) 데이터가 복사되는 테이블의 특정 열입니다. Amazon S3 객체에 정의된 열 수가 
Amazon Redshift 테이블의 열 수보다 적은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중급 S3 대상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S3 버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 Amazon RedshiftCOPY 명령을 
실행하여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스트리밍 데이터가 전송되어야 하는 
고유한 S3 버킷을 지정합니다. 새 S3 버킷을 생성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버킷을 선택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로드한 후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수명 주기 구성을 이용해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imple Simple Simple Simple Simple Simple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 의

중간 S3 접두사

(선택 사항) Amazon S3 객체의 기본 접두사를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비워 두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제공된 Amazon S3 객체에서YYYY/MM/dd/HH “UTC 시간 형식의 접두사를 자
동으로 사용합니다. 이 접두사 시작 부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S3 객체 이
름 포맷 (p. 86)을 참조하세요.

COPY 옵션

Amazon RedshiftCOPY 명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는 구성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S3 데이터 압축이 활성화된 경우GZIP "“가 필요합니다. “REGION“은 
S3 버킷이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와 같은AWS 리전에 있지 않을 때는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려면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의 COPY를 참조하세요.

COPY 명령

Amazon RedshiftCOPY 명령.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
내서의 COPY를 참조하세요.

Retry duration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의 데이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가COPY 재시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 (0—7200초) 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재시
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5분마다 재시도합니다. 재시도 기간을 0초로 설정하면COPY 명령 실패 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재시도하지 않습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S3 압축 및 암호화

GZIP을 선택하거나 데이터 압축 안 함을 선택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에 제공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AWS KMS 
(AWS키 관리 서비스) 와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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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AWS KMS 키 목록의 키로 암호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MS AWS관리 
키가 있는 서버측 암호화 (SSE-KMS) 를 사용하는 데이터 보호 를 참조하세요.

목적지에 맞는 OpenSearch 서비스 선택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서 OpenSearch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

데이터가 전달되는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
인덱스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인덱싱할 때 사용할 OpenSearch 서비스 인덱스 이름입
니다.

Index rotation

OpenSearch 서비스 인덱스 회전 여부와 회전 빈도를 선택합니다. 인덱스 로테이션을 활성화한 경
우 Kinesis Data Firehose에서 해당 타임스탬프를 지정된 인덱스 이름에 추가하고 교체합니다. 자세
한 정보는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의 인덱스 로테이션 (p. 86)을 참조하세요.

유형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인덱싱할 때 사용할 OpenSearch 서비스 유형 이름입니
다. Elasticsearch 7.x의 경우 OpenSearch 인덱스당 한 유형만 가능합니다. 다른 유형을 가진 기존 
인덱스에 새 유형을 지정하려고 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런타임 중에 오류를 반환
합니다.

Elasticsearch 7.x에서 이 필드는 비워둡니다.
Retry duration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한 인덱스 요청이 실패할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가 재시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 (0—7200초) 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재시도 기간
이 끝날 때까지 5분마다 재시도합니다. 재시도 기간을 0초로 설정하면 인덱스 요청 실패 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재시도하지 않습니다.

대상 VPC 연결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이 프라이빗 VPC 있는 경우 이 섹션을 사용하여 해당 VPC 지정하십시
오.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를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으로 보낼 때 사용할 서브넷과 
하위 그룹도 지정합니다. doma OpenSearch Service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그룹을 사용
하거나 다른 보안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안 그룹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보안 그룹이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의 보안 그룹에 대한 아웃바운드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
니다. 또한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의 보안 그룹이 전송 스트림을 구성할 때 지정한 보안 그룹
의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스트림과 OpenSearch Service 도메인 모두에 동
일한 보안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이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
니다. 보안 그룹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설명서의 보안 그룹 규칙을 참조하십시
오.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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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로 OpenSearch 서버리스를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대상에 OpenSearch 서버리스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

데이터가 전송되는 OpenSearch 서버리스 인덱스 그룹의 엔드포인트입니다.
인덱스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에 데이터를 인덱싱할 때 사용할 OpenSearch 서버리스 인덱스 이름
입니다.

대상 VPC 연결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이 프라이빗 VPC 있는 경우 이 섹션을 사용하여 해당 VPC 지정하십
시오. Kinesis Data Firehose가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사용할 서브넷
과 하위 그룹도 지정합니다.

Retry duration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에 대한 인덱스 요청이 실패할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가 재시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 (0—7200초) 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재시도 기간
이 끝날 때까지 5분마다 재시도합니다. 재시도 기간을 0초로 설정하면 인덱스 요청 실패 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재시도하지 않습니다.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목적지로 사용할 HTTP 엔드포인트 선택
이 섹션에서는 대상에 HTTP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Important

HTTP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의 지침을 검토하고 따르십시오부록 - HTTP 엔드포인트 
전송 요청 및 응답 사양 (p. 141).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HTTP 엔드포인트 이름 - 선택 사항

HTTP 엔드포인트의 사용자 친화적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 My HTTP Endpoint 
Destination.

HTTP 엔드포인트 URL

HTTP 엔드포인트의 URL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합니다https://xyz.httpendpoint.com. URL
은 HTTPS URL이어야 합니다.

액세스 키 - 선택 사항

엔드포인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
할 수 있는 액세스 키 (필요한 경우) 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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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에 맞는 Datadog을 선택하세요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문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해
당 내용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또는 비활성화를 선
택합니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선택한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
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Important

HTTP 엔드포인트 대상의 경우 CloudWatch Logs에 대상 엔드포인트에서 413개의 응답 코
드가 표시되면 전송 스트림의 버퍼링 힌트 크기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목적지에 맞는 Datadog을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서 Datadog을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데이터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datadoghq.com/integrations/amazon_web_services/ 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HTTP 엔드포인트 URL

드롭다운 메뉴의 다음 옵션에서 HTTP 엔드포인트 URL을 선택합니다.
• 데이터독 로그 - US1
• 데이터독 로그 - US5
• 데이터독 로그 - EU
• 데이터독 로그 - GOV
• 데이터독 메트릭스 - US
• 데이터독 메트릭 - EU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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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에 맞는 허니콤을 선택하세요

API 키

Datadog에 문의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이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API 키를 받으십시오.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문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해
당 내용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또는 비활성화를 선
택합니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선택한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
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목적지에 맞는 허니콤을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 Honeycomb을 사용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허니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ttps://docs.honeycomb.io/getting-data-in /metrics/aws-cloudwatch-metrics/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허니컴 Kinesis 엔드포인트

HTTP 엔드포인트의 URL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하십시오. https://api.honeycomb.io/1/
kinesis_events/{{dataset}}

API 키

Honeycomb에 문의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이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API 키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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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로 Coralogix를 선택하세요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문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해
당 내용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하려면 GZIP을 선택합니다. Honeycomb 목
적지에 권장되는 옵션입니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선택한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
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목적지로 Coralogix를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 Coralogix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Coralogix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ttps://coralogix.com/integrations/aws-firehose 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HTTP 엔드포인트 URL

드롭다운 메뉴의 다음 옵션에서 HTTP 엔드포인트 URL을 선택합니다.
• 코랄로직스 - 미국
• 코라직스 - 싱가포르
• 코랄로직스 - 아일랜드
• 코랄로직스 - 인도
• 코랄로직스 - 스톡홀름

프라이빗 키

Coralogix에 문의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이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프
라이빗 키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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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로 다이나트레이스를 선택하세요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
문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하려면 GZIP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Coralogix 
목적지에 권장되는 옵션입니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선택한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
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applicationName: 데이터 파이어호스를 실행하는 환경
• 하위 시스템 이름: Data Firehose 통합의 이름
• 컴퓨터 이름: 사용 중인 전송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목적지로 다이나트레이스를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서 Dynatrace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
www.dynatrace.com/support/help/technology-support/cloud-platforms/amazon-web-services /통합/
cloudwatch-metric-streams/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HTTP 엔드포인트 URL

드롭다운 메뉴에서 HTTP 엔드포인트 URL (다이나트레이스 미국, 다이나트레이스 EU 또는 다이나
트레이스 글로벌) 을 선택합니다.

API 토큰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에서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Dynatrace API 토큰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ynatrace.com/support/help/dynatrace-api/basics/ 을dynatrace-api-
authentication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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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LogicMonitor 

API URL

다이나트레이스 환경의 API URL을 입력합니다.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
문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합니
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선택한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
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mportant

Dynatrace를 지정된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 키값 쌍을 지정해
야 합니다. 이 키의dt-url 이름을 지정하고 값을 Dynatrace 환경의 URL (예:https://
xyzab123456.dynatrace.live.com) 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적으로 추가 
파라미터 키-값 쌍을 지정하고 원하는 사용자 지정 이름 및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LogicMonitor
이 섹션에서는 LogicMonitor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 
www.logicmonitor.com 을 참조하세요.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HTTP 엔드포인트 URL

HTTP 엔드포인트의 URL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하십시오. https://ACCOUNT.logicmoni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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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로 Logz.io를 선택하십시오.

API 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이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API 키를 받으
려면 문의하십시오 LogicMonitor .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
문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합니
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선택한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
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목적지로 Logz.io를 선택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서 Logz.io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logz.io/ 을 참
조하세요.

Note

유럽 (밀라노) 지역에서는 LogZ.io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HTTP 엔드포인트 URL

HTTP 엔드포인트의 URL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합니다https://listener-aws-metrics-
stream-<region>.logz.io/. 예: https://listener-aws-metrics-stream-
us.logz.io/. URL은 HTTPS URL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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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로 MongoDB 클라우드를 선택하세요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
문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합니
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Logz.io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를 사용하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목적지로 MongoDB 클라우드를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대상에 MongoDB Cloud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 
www.mongodb.com 을 참조하십시오.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MongoDB 렐름 웹후크 URL

HTTP 엔드포인트의 URL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합니다https://webhooks.mongodb-
realm.com. URL은 HTTPS URL이어야 합니다.

API 키

MongoDB Cloud에 문의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이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
요한 API 키를 받으십시오.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
문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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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에 맞는 뉴렐릭을 선택하세요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선택한 타사 공급자에게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
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를 사용하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지에 맞는 뉴렐릭을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 뉴렐릭을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ewrelic.com 을 
참조하세요.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HTTP 엔드포인트 URL

드롭다운 메뉴의 다음 옵션에서 HTTP 엔드포인트 URL을 선택합니다.
• 뉴렐릭 로그 - 미국
• 뉴렐릭 메트릭스 - 미국
• 뉴렐릭 메트릭스 - EU

API 키

New Relic One 계정 설정에서 라이선스 키 (40자 16진수 문자열) 를 입력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이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이 API 키가 필요합니다.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
문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합니
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뉴렐릭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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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Splunk를 대상으로 선택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를 사용하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Splunk를 대상으로 선택
이 섹션에서는 Splunk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Splunk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를 확인하려면 Splunk 설명서에서 데이터를 Splunk 플랫폼으로 전송하도록 Amazon 
Kinesis Firehose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Splunk 엔드포인트 유형

대부분의 경우 Raw endpoint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유형별로 다른 인덱스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
해 AWS Lambd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처리한 경우 Event endpoint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엔
드포인트에 대한 세부 정보는 Splunk 설명서에서 데이터를 Splunk 플랫폼으로 전송하도록 Amazon 
Kinesis Firehose 구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인증 토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Splunk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려면
Splunk 설명서에서 Amazon Kinesis Firehose Firehose용 Splunk 애드온의 설치 및 구성 개요를 참
조하십시오. 이번 전송 스트림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설정할 때 Splunk로부터 받은 토큰을 저장한 
다음 여기에 추가합니다.

HEC 확인 제한 시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plunk의 인덱스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Splunk가 
제한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승인을 보내지 않으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
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설정한 재시도 기간 값에 따라 데이터를 
재시도하거나 Amazon S3 버킷에 백업합니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plunk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21

http://docs.splunk.com/Documentation/AddOns/latest/Firehose/ConfigureFirehose
http://docs.splunk.com/Documentation/AddOns/latest/Firehose/ConfigureFirehose
http://docs.splunk.com/Documentation/AddOns/released/Firehose/ConfigureFirehose
http://docs.splunk.com/Documentation/AddOns/released/Firehose/ConfigureFirehose
http://docs.splunk.com/Documentation/AddOns/released/Firehose/Installationoverview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목적지에 맞는 스모 로직을 선택하세요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Splunk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가 발생하거
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간 카운터
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plunk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Splunk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목적지에 맞는 스모 로직을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서 Sumo Logic을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 
www.sumologic.com 을 참조하세요.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HTTP 엔드포인트 URL

HTTP 엔드포인트의 URL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합니다https://deployment 
name.sumologic.net/receiver/v1/kinesis/dataType/access token. URL은 HTTPS 
URL이어야 합니다.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
문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합니
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umo Logic으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를 사용하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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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맞는 Elastic을 선택하세요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Elastic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목적지에 맞는 Elastic을 선택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목적지에서 Elastic을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 다음 필드의 값을 입력합니다.

엘라스틱 엔드포인트 URL

HTTP 엔드포인트의 URL을 다음 형식으로 지정합니다https://<cluster-
id>.es.<region>.aws.elastic-cloud.com. URL은 HTTPS URL이어야 합니다.

API 키

Elastic 서비스에 문의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서 해당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API 키를 받으십시오.

콘텐츠 인코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을 대상으로 보내기 전에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하여 요청 본
문을 압축합니다. 요청의 콘텐츠 인코딩을 활성화/비활성화하려면 GZIP (기본적으로 선택됨) 또는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Retry d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Elastic으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후 Kinesis Data Firehose는 먼저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
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
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초기 시도 또는 재
시도) 승인 타임아웃 카운터를 다시 시작하고 HTTP 엔드포인트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
지 승인을 기다립니다. 승인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
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을 재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값을 0으로 설정하십시오.
매개변수 - 선택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HTTP 호출에 이러한 키-값 쌍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를 사용하면 목적지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3 버퍼 힌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지정된 대상으로 전달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를 버
퍼링합니다. 엘라스틱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1Mi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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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up 및 고급 설정

Backup 및 고급 설정
이 항목에서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백업 및 고급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Backup 설정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사용하여 선택한 대상에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데이터나 
실패한 데이터만 백업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S3 백
업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mazon S3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AWS데이터 레코드를 변환하거나 전
송 스트림에 대한 데이터 레코드 형식을 변환하도록 선택한 경우 Lambda 함수입니다.

• Amazon Redshift Redshift를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대상으로 설정하고AWS데이터 레코드
를 변환하는 Lambda 함수입니다.

•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대상으로 설정한 경우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
스, 데이터 로그, 다이나트레이스, HTTP 엔드포인트, 로직모니터, MongoDB 클라우드, 뉴 유물, Splunk 또
는 스모 로직.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백업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mazon S3 소스 레코드 백업 - S3 또는 Amazon Redshift Redshift가 선택한 대상인 경우 이 설정은 소
스 데이터 백업을 활성화할지 아니면 비활성화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지원되는 다른 서비스 (S3 또는 
Amazon Redshift 제외) 가 선택한 대상으로 설정된 경우 이 설정은 모든 소스 데이터 또는 실패한 데이터
만 백업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S3 백업 버킷 - Kinesis Data Firehose 백업하는 S3 버킷입니다.
• S3 백업 버킷 접두사 - Kinesis Data Firehose 백업하는 접두사입니다.
• S3 백업 버킷 오류 출력 접두사 - 실패한 모든 데이터가 이 S3 버킷 오류 출력 접두사에 백업됩니다.
• 백업을 위한 버퍼 힌트, 압축 및 암호화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사용하여 선택

한 대상에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데이터 또는 실패한 데이터만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신 데이터를 Amazon S3 전송 (백업) 하기 전에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합니다. 1—128MIB
의 버퍼 크기와 60~900초의 버퍼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족되는 조건에 의해 Amazon S3 S3
로의 데이터 전송이 트리거됩니다. 데이터 변환을 활성화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변환
된 데이터가 수신되는 시간부터 Amazon S3 S3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시점에 적용됩니다. 대상으로 데이
터가 전송되는 속도가 전송 스트림에 데이터가 기록되는 속도보다 뒤처지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버퍼 크기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작업은 모든 데이터가 대상 주소
에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S3 압축 및 암호화 - GZIP, Snappy, Zip 또는 하둡 호환 Snappy 데이터 압축을 선택하거나 데이터 압축 안 
함을 선택합니다. Amazon Redshift Redshift를 대상으로 하는 전송 스트림에는 Snappy, Zip, Hadoop 호환 
Snappy 압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합니다.AWSKey Management 
ServiceAWSAmazon S3 전송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KMS) 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목록에
서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AWS소유한 KMS 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AWSKMS Management KMS (SSE-KMS).

고급 설정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고급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버 측 암호화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합니다.AWSKey 
Management ServiceAWSAmazon S3 전송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KMS)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AWSKMS - 관리형 키 (SSE-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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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로깅 -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Lambda 호출을 로깅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 오류를 CloudWatch Logs 로그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Lambda 호출 또는 데
이터 전송에 실패할 경우 특정 오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Logs를 사용
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단원을 참조하세요.

• 권한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 스트림에 필요한 모든 권한에 대해 IAM 역할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권한이 자동으로 할당되는 새 역할을 생성하도록 선택하거나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
해 생성된 기존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3 버킷을 비롯
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AWSKMS 키 (데이터 암호화가 활성화된 
경우), Lambda 함수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콘솔이 자리 표시자를 이용해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IAM이란 무엇입니까?.

• 태그 - 태그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AWS리소스, 비용 추적, 액세스 제어

백업 및 고급 설정을 선택한 후 선택 사항을 검토한 다음전송 스트림 생성.

새로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은생성사용 가능하기 전에 state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
송 스트림에 저장된 후활성 상태state이면 생산자로부터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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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를 이용한 전송 스트림 테
스트

AWS Management Console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재고 티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콘솔은 브라우
저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샘플 레코드를 넣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테스트 데이터를 직접 생성할 필요 없이 전송 스트림의 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의 예입니다.

{"TICKER_SYMBOL":"QXZ","SECTOR":"HEALTHCARE","CHANGE":-0.05,"PRICE":84.51}

전송 스트림이 데이터를 전송하면 표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요금이 적용되지만 데이터가 생성될 
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언제든 콘솔에서 샘플 스트림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사전 조건 (p. 26)
• Amazon S3 대상으로 사용하여 테스트 (p. 26)
• Amazon Redshift Redshift를 대상으로 사용한 테스트 (p. 26)
• 를 이용하여 테스트OpenSearch목적지로서의 서비스 (p. 27)
• Splunk를 대상으로 사용한 테스트 (p. 27)

사전 조건
시작하기 전에 전송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
성 (p. 5)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S3 대상으로 사용하여 테스트
다음 절차에 따라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테스
트합니다.

Amazon S3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테스트하려면

1.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firehose/.
2. 전송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3. [Test with demo data]에서 [Start sending demo data]를 선택해 샘플 재고 티커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4. 화면의 지침을 따라 데이터가 S3 버킷으로 전송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버킷의 버퍼링 구성에 따라 새 

객체가 버킷에 표시되기까지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5. 테스트가 완료되면 [Stop sending demo data]를 선택해 사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Amazon Redshift Redshift를 대상으로 사용한 테스
트

다음 절차에 따라 Amazon Redshift Redshift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테스트합니다.

26

https://console.aws.amazon.com/firehose/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를 이용하여 테스트OpenSearch목적지로서의 서비스

Amazon Redshift Redshift를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테스트하려면

1. 전송 스트림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테이블이 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QL 인터페이스를 
통해 Amazon Redshift Redshift에 Connect다음 문을 실행해 샘플 데이터를 수락하는 테이블을 생성합
니다.

create table firehose_test_table
( 
 TICKER_SYMBOL varchar(4), 
 SECTOR varchar(16), 
 CHANGE float, 
 PRICE float
);

2.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firehose/.
3. 전송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4. 새로 생성된 firehose_test_table 테이블을 가리키도록 전송 스트림의 대상 세부 정보를 편집합니

다.
5. [Test with demo data]에서 [Start sending demo data]를 선택해 샘플 재고 티커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6. 화면의 지침을 따라 데이터가 테이블로 전송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버퍼링 구성에 따라 새 행이 테이

블에 표시되기까지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7. 테스트가 완료되면 [Stop sending demo data]를 선택해 사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8.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대상 세부 정보를 편집하여 다른 테이블을 가리키도록 합니다.
9. (선택 사항) firehose_test_table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를 이용하여 테스트OpenSearch목적지로서의 서비
스

다음 절차에 따라 Amazon을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테스트합니다.OpenSearch목적지로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를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테스트하려면OpenSearch서비스

1.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firehose/.
2. 전송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3. [Test with demo data]에서 [Start sending demo data]를 선택해 샘플 재고 티커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4. 화면의 지침을 따라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OpenSearchService 도메인.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에서 문서 검색OpenSearchService 도메인의아마존OpenSearchService 개발자 
안내서.

5. 테스트가 완료되면 [Stop sending demo data]를 선택해 사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Splunk를 대상으로 사용한 테스트
다음 절차에 따라 Splunk를 대상으로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테스트합니다.

Splunk를 이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테스트하려면

1.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firehose/.
2. 전송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3. [Test with demo data]에서 [Start sending demo data]를 선택해 샘플 재고 티커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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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lunk 인덱스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plunk의 검색어 예시로는
sourcetype="aws:firehose:json" 및 index="name-of-your-splunk-index"가 있습니다. 
Splunk의 이벤트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plunk 설명서의 검색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데이터가 Splunk 인덱스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Amazon S3 버킷에 실패한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Splunk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음 또한 참조하십시오.

5. 테스트를 완료하면 [Stop sending demo data]를 선택해 사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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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sis Data Streams 사용하여 작성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 전송

다양한 유형의 소스를 사용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사용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림, Kinesis 에이전트 또는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AWSSDK. 또한 Amazon CloudWatch Logs, CloudWatch Events 또는AWS IoT데이터 원본으로 사용
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에 나와 있는 개념과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
다.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무엇인가요? (p. 1).

Note

약간AWS서비스는 동일한 리전에 있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만 메시지와 이벤트
를 보냅니다. Amazon CloudWatch Logs, CloudWatch Events 또는 의 대상을 구성할 때 전송 스트
림이 옵션으로 표시되지 않으면AWS IoT를 사용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이 다른 서
비스와 동일한 리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제
• Kinesis Data Kinesis Data Streams 사용하여 Firehose에 쓰기 (p. 29)
• Kinesis Agent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쓰기 (p. 30)
• 를 이용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쓰기AWSSDK (p. 40)
•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 쓰기 (p. 41)
• CloudWatch Events 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작성 (p. 41)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쓰기AWS IoT (p. 42)

Kinesis Data Kinesis Data Streams 사용하여 
Firehose에 쓰기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정보를 전송하도록 Amazon Kinesis Data Stream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Kinesis Producer Library (KPL) 를 사용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경우, 집
계를 사용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기록하는 레코드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데이터 스트림을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원본으로 사용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레코드를 분리한 후 대상으로 전송합니다.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전송 스트림을 구성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으) 로 전송합니다.AWS Lambda. 자세한 내용은 Kinesis Producer 
Library를 사용하여 Amazon Kinesis Data Streams 생산자 개발 및 집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firehose/에서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을 엽니다.

2. Create Delivery Stream을 선택합니다. Name and source(이름 및 소스) 페이지에서 다음 필드에 값을 
입력합니다.

Delivery stream name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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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선택Kinesis 스트림를 사용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사용하여 기존 데
이터 스트림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읽어와서 대상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원본으로 사용하려면 에서 기존 스트림을 선택합니다.Kinesis 스트림목록 
또는 선택새로 생성를 사용하여 새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스트림을 새로 만든 후새
로 고침(Refresh)업데이트하려면Kinesis 스트림목록. 스트림 개수가 많을 경우, [Filter by name]을 
사용해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Note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원본으로 Kinesis Data 
FirehosePutRecord과PutRecordBatch작업이 비활성화됩니다. 이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Kinesis Data Streams 사용합니
다.PutRecord과PutRecords작업.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에서 데이터 읽기 시작LATESTKinesis 스트림의 위치. Kinesis 
Data Streams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GetShardIterator.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가 Kinesis Data Streams 호출GetRecords각 샤드에 대해 초당 한 번 작동합니
다.

한 개 이상의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이 동일한 Kinesis 스트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
른 Kinesis 애플리케이션 (소비자) 도 동일한 스트림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또는 다른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의 각 호출 수는 샤드에 대한 전체 조절 한도를 기준
으로 계산됩니다. 조절되지 않도록 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신중하게 계획하십시오. Kinesis Data 
Streams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inesis Streams 제한.

3. [Next]를 선택해 레코드 변환 및 레코드 형식 변환 (p. 6)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Kinesis Agent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쓰
기

Amazon Kinesis 에이전트는 편리하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Kinesis Data Firehose로 전송할 수 있는 독립
형 Java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에이전트가 파일 집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데이
터를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보냅니다. 에이전트는 파일 로테이션, 검사를 처리하고 실패
할 경우 다시 시도하며 적시에 안정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달할 뿐 아니라 또한 Amazon 
CloudWatch 측정치를 내보내 스트리밍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
다.

기본적으로 줄 바꿈 문자('\n')를 기반으로 각 파일에서 레코드가 구문 분석됩니다. 그러나 여러 줄 레코드
를 구문 분석하도록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에이전트 구성 설정 (p. 34) 참조).

웹 서버, 로그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Linux 기반 서버 환경에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를 설치한 후 모니터링할 파일과 데이터에 대한 전송 스트림을 지정하여 에이전트를 구성합니다. 에이전트가 
구성되면 파일에서 일관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 스트림으로 안정적으로 전송합니다.

주제
• 사전 조건 (p. 31)
• 자격 증명 (p. 31)
•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 (p. 31)
• 에이전트 다운로드 및 설치 (p. 32)
• 에이전트 구성 및 시작 (p. 33)
• 에이전트 구성 설정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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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파일 디렉터리 모니터링 및 여러 스트림에 쓰기 (p. 36)
•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사전 처리 (p. 36)
• 에이전트 CLI 명령 (p. 40)

사전 조건
• Amazon Linux 또는 Red Hat Enterprise Linux 버전 7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에이전트 버전 2.0.0 이상은 JRE 버전 1.8 이상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에이전트 버전 1.1.x는 JRE 1.7 이

상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 Amazon EC2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실행하는 경우 EC2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 IAM 역할 또는AWS지정하는 자격 증명에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

어야 합니다.PutRecordBatch에이전트가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에이
전트에 CloudWatch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면 CloudWatch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PutMetricData작업도 필
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통한 액세스 제
어  (p. 44),Kinesis 에이전트 Health 모니터링 (p. 110), 및Amazon CloudWatch용 인증 및 액세스 제
어.

자격 증명
관리AWS다음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는 자격 증명

•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
급자” (p. 31) 섹션을 참조하세요.

•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 를 지정합니다.AWS에이전트를 구성할 때 자격 증명 (에 대한 항목 참

조)awsAccessKeyId과awsSecretAccessKey아래의 구성 테이블에서the section called “에이전트 구
성 설정” (p. 34)).

• Edit/etc/sysconfig/aws-kinesis-agent를 지정하려면AWS지역 및AWS액세스 키.
• EC2 인스턴스가 다른 경우AWSKinesis Data Firehose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IAM 역

할을 생성합니다. 에이전트를 구성할 때 해당 역할을 지정합니다(assumeRoleARN (p. ) 및
assumeRoleExternalId (p. ) 참조). 이전 방법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AWS이 역할을 맡을 권한이 있는 
다른 계정에 있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입니다.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하고 구성 설정에서 클래
스 이름과 Kinesis Agent에 대한 jar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userDefinedCredentialsProvider.classname과userDefinedCredentialsProvider.location. 
이러한 두 가지 구성 설정에 대한 설명은 the section called “에이전트 구성 설정” (p. 34)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를 생성하려면 다음 예와 같이 AWSCredentialsProvider 인터페이스를 구
현하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import com.amazonaws.auth.AWSCredentials;
import com.amazonaws.auth.AWSCredentialsProvider;
import com.amazonaws.auth.BasicAWSCredentials;

public class YourClassName implements AWSCredentialsProvider { 
    public YourClass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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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 AWSCredentials getCredentials() { 
        return new BasicAWSCredentials("key1", "key2"); 
    } 

    public void refresh() { 
    }
}

클래스에는 인수를 취하지 않는 생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AWS는 주기적으로 refresh 메서드를 호출하여 업데이트된 자격 증명을 가져옵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가 수
명 주기 동안 계속 다른 자격 증명을 제공하도록 하려면 이 메서드에 자격 증명을 새로 고치는 코드를 포함하
십시오. 또는 자격 증명 공급자가 정적(변경되지 않는) 자격 증명을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 이 메서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다운로드 및 설치
우선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inux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에서 인스턴스에 연결을 참
조하세요. 연결에 문제가 있으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인스턴스 연결 문제 해결의Linux 인스턴스용 Amazon 
EC2 사용 설명서.

다음으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설치합니다.

• Amazon Linux 리포지토리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면

이 방법은 Amazon Linux 인스턴스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sudo yum install –y aws-kinesis-agent 
         

에이전트 v 2.0.0 이상이 운영 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Amazon Linux 2 (AL2). 이 에이
전트 버전에는 Java 1.8 이상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Java 버전이 아직 없으면 에이전트 설치 프로세
스에서 해당 버전이 설치됩니다. Amazon Linux 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https://
aws.amazon.com/amazon-linux-2/.

• Amazon S3 리포지토리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면

이 방법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리포지토리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Red Hat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Amazon Linux 2 인스턴스에서도 작동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최신 버전의 에이전트 버전 
2.x.x.x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sudo yum install –y https://s3.amazonaws.com/streaming-data-agent/aws-kinesis-agent-
latest.amzn2.noarch.rpm 
                 

특정 버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면 명령에서 버전 번호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명령은 에이전트 v 
2.0.1을 설치합니다.

sudo yum install –y https://streaming-data-agent.s3.amazonaws.com/aws-kinesis-
agent-2.0.1-1.amzn1.noarch.rpm 
                 

Java 1.7이 있고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려는 경우 Java 1.7과 호환되는 에이전트 버전 1.x.x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 v1.1.6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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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yum install –y https://s3.amazonaws.com/streaming-data-agent/aws-kinesis-
agent-1.1.6-1.amzn1.noarch.rpm 
                 

최신 에이전트 v1.x.x는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udo yum install –y https://s3.amazonaws.com/streaming-data-agent/aws-kinesis-agent-
latest.amzn1.noarch.rpm 
                 

• GitHub 저장소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려면

1. 먼저 에이전트 버전에 따라 Java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에서 에이전트를 다운로드합니다.awslabs/amazon-kinesis-agentGitHub 레포.
3. 다운로드 디렉터리로 이동하고 다음 명령을 실행해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sudo ./setup --install 
                 

에이전트 구성 및 시작
에이전트를 구성하고 시작하려면

1. 구성 파일(/etc/aws-kinesis/agent.json)을 열고 편집합니다(기본 파일 액세스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 수퍼유저로).

이 구성 파일에서,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파일( "filePattern" ),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보내
는 전송 스트림의 이름( "deliveryStream" )을 지정합니다. 파일 이름은 패턴이며, 에이전트가 파일 
로테이션을 인식합니다. 파일을 로테이션하거나 초당 1회 이하 새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는 파일 생성 타임스탬프를 사용하여 어떤 파일을 전송 스트림까지 추적할지 결정합니다. 초당 1회보다 
자주 새 파일을 생성하거나 파일을 로테이션하면 에이전트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  
   "flows": [ 
        {  
            "filePattern": "/tmp/app.log*",  
            "deliveryStream": "yourdeliverystream" 
        }  
   ]  
} 

기본값AWS지역us-east-1. 다른 리전을 사용 중이라면 리전에 엔드포인트를 지정해 구성 파일에
firehose.endpoint 설정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이전트 구성 설정 (p. 34)을 참조하십시
오.

2. 에이전트를 수동으로 시작합니다.

sudo service aws-kinesis-agent start

3. (선택 사항) 시스템 시작 시 에이전트가 시작되도록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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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chkconfig aws-kinesis-agent on

현재 이 에이전트는 배경에서 시스템 서비스로 실행 중입니다. 지정된 파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된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에이전트 활동은 /var/log/aws-kinesis-agent/aws-
kinesis-agent.log에 기록됩니다.

에이전트 구성 설정
이 에이전트는 두 가지 의무 구성 설정인 filePattern, deliveryStream과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선택적 
구성 설정을 지원합니다. /etc/aws-kinesis/agent.json에서 의무 및 선택적 구성 설정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구성 파일을 변경할 때마다 다음 명령을 이용해 에이전트를 중지했다 시작해야 합니다.

sudo service aws-kinesis-agent stop
sudo service aws-kinesis-agent start

또는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do service aws-kinesis-agent restart

다음은 일반적인 구성 설정입니다.

구성 설정 설명

assumeRoleARN 사용자가 맡을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액세스 위임AWSIAM 역할을 사용하는 계정의IAM 사용 설명서.

assumeRoleExternalId역할을 맡을 사람을 결정하는 선택적 식별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외부 ID 사용 방법의IAM 사용 설명서.

awsAccessKeyId AWS기본 자격 증명을 재정의하는 액세스 키 ID입니다. 이 설정은 다른 모든 자
격 증명 공급자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awsSecretAccessKey AWS기본 자격 증명을 재정의하는 보안 키입니다. 이 설정은 다른 모든 자격 증
명 공급자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cloudwatch.emitMetrics(true) 로 설정하면 에이전트가 CloudWatch로 측정치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
다.

기본값: true

cloudwatch.endpoint CloudWatch용 리전 엔드포인트입니다.

기본값: monitoring.us-east-1.amazonaws.com

firehose.endpoint Kinesis Data Firehose 리전 엔드포인트입니다.

기본값: firehose.us-east-1.amazonaws.com

sts.endpoint 에 대한 리전 엔드포인트AWS보안 토큰 서비스.

기본값: https://sts.amazonaws.com

userDefinedCredentialsProvider.classname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를 정의하는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하여 정규화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클래스 이름 끝에 .class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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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정 설명

userDefinedCredentialsProvider.location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를 정의하는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
정 자격 증명 공급자를 포함하는 jar의 절대 경로를 지정합니다. 또한 에이전트
는 /usr/share/aws-kinesis-agent/lib/ 위치에서 jar 파일을 찾습니다.

다음은 흐름 구성 설정입니다.

구성 설정 설명

aggregatedRecordSizeBytes에이전트가 레코드를 집계한 다음, 한 번의 작업으로 전송 스트림에 넣으려면 
이 설정을 지정합니다. 에이전트가 전송 스트림에 넣기 전에 집계 레코드에 대
해 원하는 크기로 설정합니다.

기본값: 0(집계 없음)

dataProcessingOptions전송 스트림으로 전송되기 전에 구문 분석된 각 레코드에 적용되는 처리 옵션 
목록입니다. 처리 옵션은 지정된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사전 처리 (p. 36)을 참조하십시오.

deliveryStream [필수] 전송 스트림의 이름입니다.

filePattern [필수] 에이전트가 모니터링해야 하는 파일에 대한 glob입니다. 이 패턴과 일치
하는 파일을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선별하여 모니터링합니다. 이 패턴과 일치
하는 모든 파일에 대한 읽기 권한을 aws-kinesis-agent-user에 부여해야 
합니다. 파일이 포함된 디렉터리에 대한 읽기 및 실행 권한을 aws-kinesis-
agent-user에 부여해야 합니다.

Important

에이전트는 이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에이전트가 의도
하지 않은 레코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패턴을 신중하게 선택
합니다.

initialPosition 파일 구문 분석이 처음 시작된 위치입니다. 유횻값은 START_OF_FILE 및
END_OF_FILE입니다.

기본값: END_OF_FILE

maxBufferAgeMillis 전송 스트림으로 보내기 전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최대 시간(밀리
초)입니다.

값 범위: 1,000—900,000 (1초 - 15분)

기본값: 60,000(1분)

maxBufferSizeBytes 전송 스트림으로 보내기 전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최대 크기(바이
트)입니다.

값 범위: 1—4,194,304 (4MB)

기본값: 4,194,304 (4MB)

maxBufferSizeRecords전송 스트림으로 보내기 전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최대 레코드 수입
니다.

값 범위: 1~500

기본값: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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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정 설명

minTimeBetweenFilePollsMillis에이전트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모니터링한 파일을 폴링하고 구문 분석하는 
시간 간격(밀리초)입니다.

값 범위: 1 이상

기본값: 100

multiLineStartPattern레코드의 시작을 식별하기 위한 패턴입니다. 레코드는 패턴과 일치하는 줄 1개 
및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효한 값은 정규식
입니다. 기본적으로 로그 파일에서 각각의 줄 바꿈은 하나의 레코드로 구문 분
석됩니다.

skipHeaderLines 모니터링한 파일을 시작할 때 에이전트가 구문 분석을 건너뛰는 줄의 개수입니
다.

값 범위: 0 이상

기본값: 0(영)

truncatedRecordTerminator레코드 크기가 Kinesis Data Firehose 레코드 크기 제한을 초과할 때 에이전트
가 구문 분석된 레코드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문자열입니다. (1,000KB)

기본값: '\n'(줄 바꿈)

여러 파일 디렉터리 모니터링 및 여러 스트림에 쓰기
여러 개의 흐름 구성 설정을 지정하여, 에이전트가 여러 파일 디렉터리를 모니터링하고 여러 스트림으로 데
이터를 보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성 예제에서 에이전트는 두 개의 파일 디렉터리를 모니터링하
고 각각 Kinesis 데이터 스트림과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데이터 스트림
과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이 같은 리전에 있을 필요가 없도록 Kinesis 데이터 스트림과 Kinesis 
Data Firehose 에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cloudwatch.emitMetrics": true, 
    "kinesis.endpoint": "https://your/kinesis/endpoint",  
    "firehose.endpoint": "https://your/firehose/endpoint",  
    "flows": [ 
        { 
            "filePattern": "/tmp/app1.log*",  
            "kinesisStream": "yourkinesisstream" 
        },  
        { 
            "filePattern": "/tmp/app2.log*", 
            "deliveryStream": "yourfirehosedeliverystream"  
        } 
    ]  
}

Amazon Kinesis Data Streams Streams에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Kinesis Agent를 사용한 Amazon Kinesis Data Stre.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사전 처리
모니터링한 파일에서 구문 분석한 레코드를 전송 스트림으로 보내기 전에 에이전트가 사전 처리할 수 있습
니다. 파일 흐름에 dataProcessingOptions 구성 설정을 추가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처리 옵션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된 옵션은 지정된 순서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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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는 다음 처리 옵션을 지원합니다. 에이전트는 오픈 소스이므로, 처리 옵션을 더 개발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Kinesis 에이전트.

처리 옵션

SINGLELINE

줄 바꿈 문자, 선행 공백과 후행 공백을 삭제해 여러 줄 레코드를 한 줄 레코드로 변환합니다.

{ 
    "optionName": "SINGLELINE"
}

CSVTOJSON

구분 기호로 구분된 형식에서 JSON 형식으로 레코드를 변환합니다.

{ 
    "optionName": "CSVTOJSON", 
    "customFieldNames": [ "field1", "field2", ... ], 
    "delimiter": "yourdelimiter"
}

customFieldNames

[필수] 각각의 JSON 키 값 쌍에서 키로 사용되는 필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f1", "f2"]를 지
정하면 레코드 "v1, v2"가 {"f1":"v1","f2":"v2"}로 변환됩니다.

delimiter

레코드에서 구분 기호로 사용되는 문자열입니다. 기본값은 쉼표(,)입니다.
LOGTOJSON

로그 형식에서 JSON 형식으로 레코드를 변환합니다. 지원되는 로그 형식은 Apache Common Log,
Apache Combined Log, Apache Error Log 및 RFC3164 Syslog입니다.

{ 
    "optionName": "LOGTOJSON", 
    "logFormat": "logformat", 
    "matchPattern": "yourregexpattern", 
    "customFieldNames": [ "field1", "field2", … ]
}

logFormat

[필수] 로그 항목 형식입니다. 유효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MMONAPACHELOG— Apache Common Log 형식입니다. 각 로그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host} %{ident} %{authuser} [%{datetime}] \"%{request}\" %{response} 
%{bytes}" 패턴이 있습니다.

• COMBINEDAPACHELOG— Apache Combined Log 형식입니다. 각 로그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host} %{ident} %{authuser} [%{datetime}] \"%{request}\" %{response} 
%{bytes} %{referrer} %{agent}" 패턴이 있습니다.

• APACHEERRORLOG— Apache Error Log 형식입니다. 각 로그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timestamp}] [%{module}:%{severity}] [pid %{processid}:tid 
%{threadid}] [client: %{client}] %{message}" 패턴이 있습니다.

• SYSLOG— RFC3164 Syslog 형식입니다. 각 로그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timestamp} 
%{hostname} %{program}[%{processid}]: %{message}" 패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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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Pattern

지정된 로그 형식에 대한 기본 패턴을 재정의합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설정을 
이용해 로그 항목에서 값을 추출합니다. matchPattern을 지정하면 customFieldNames도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customFieldNames

각각의 JSON 키 값 쌍에서 키로 사용되는 사용자 지정 필드 이름입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여
matchPattern에서 추출한 값에 필드 이름을 정의하거나 사전 정의된 로그 형식의 기본 필드 이름
을 재정의합니다.

Example : LOGTOJSON 구성

다음은 Apache Common Log 항목을 JSON 형식으로 변환하는 LOGTOJSON 구성의 예제입니다.

{ 
    "optionName": "LOGTOJSON", 
    "logFormat": "COMMONAPACHELOG"
}

변환 전:

64.242.88.10 - - [07/Mar/2004:16:10:02 -0800] "GET /mailman/listinfo/hsdivision HTTP/1.1" 
 200 6291

변환 후:

{"host":"64.242.88.10","ident":null,"authuser":null,"datetime":"07/
Mar/2004:16:10:02 -0800","request":"GET /mailman/listinfo/hsdivision 
 HTTP/1.1","response":"200","bytes":"6291"}

Example : 사용자 지정 필드가 있는 LOGTOJSON 구성

다음은 LOGTOJSON 구성의 또 다른 예제입니다.

{ 
    "optionName": "LOGTOJSON", 
    "logFormat": "COMMONAPACHELOG", 
    "customFieldNames": ["f1", "f2", "f3", "f4", "f5", "f6", "f7"]
}

이 구성 설정을 사용하면 이전 예제의 동일한 Apache Common Log 항목이 다음과 같이 JSON 형식으로 변
환됩니다.

{"f1":"64.242.88.10","f2":null,"f3":null,"f4":"07/Mar/2004:16:10:02 -0800","f5":"GET /
mailman/listinfo/hsdivision HTTP/1.1","f6":"200","f7":"6291"}

Example : Apache Common Log 항목 변환

다음 흐름 구성은 Apache Common Log 항목을 JSON 형식의 한 줄 레코드로 변환합니다.

{  
    "flo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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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Pattern": "/tmp/app.log*",  
            "deliveryStream": "my-delivery-stream", 
            "dataProcessingOptions": [ 
                { 
                    "optionName": "LOGTOJSON", 
                    "logFormat": "COMMONAPACHELOG" 
                } 
            ] 
        } 
    ]  
}

Example : 여러 줄 레코드 변환

다음 흐름 구성은 첫 줄이 "[SEQUENCE="로 시작하는 여러 줄 레코드를 구문 분석합니다. 먼저 각각의 레코
드가 한 줄 레코드로 변환됩니다. 그런 다음 탭 구분 기호를 기반으로 레코드에서 값이 추출됩니다. 추출된 
값은 지정된 customFieldNames 값에 매핑되어 JSON 형식의 한 줄 레코드를 형성합니다.

{  
    "flows": [ 
        { 
            "filePattern": "/tmp/app.log*",  
            "deliveryStream": "my-delivery-stream", 
            "multiLineStartPattern": "\\[SEQUENCE=", 
            "dataProcessingOptions": [ 
                { 
                    "optionName": "SINGLELINE" 
                }, 
                { 
                    "optionName": "CSVTOJSON", 
                    "customFieldNames": [ "field1", "field2", "field3" ], 
                    "delimiter": "\\t" 
                } 
            ] 
        } 
    ]  
}

Example : 일치 패턴이 있는 LOGTOJSON 구성

다음은 마지막 필드(바이트)가 생략되어 있으며 Apache Common Log 항목을 JSON 형식으로 변환하는
LOGTOJSON 구성의 예제입니다.

{ 
    "optionName": "LOGTOJSON", 
    "logFormat": "COMMONAPACHELOG", 
    "matchPattern": "^([\\d.]+) (\\S+) (\\S+) \\[([\\w:/]+\\s[+\\-]\\d{4})\\] \"(.+?)\" (\
\d{3})", 
    "customFieldNames": ["host", "ident", "authuser", "datetime", "request", "response"]
}

변환 전:

123.45.67.89 - - [27/Oct/2000:09:27:09 -0400] "GET /java/javaResources.html HTTP/1.0" 200

변환 후:

{"host":"123.45.67.89","ident":null,"authuser":null,"datetime":"27/Oct/2000:09:27:09 
 -0400","request":"GET /java/javaResources.html HTTP/1.0","respons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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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CLI 명령
시스템 시작 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sudo chkconfig aws-kinesis-agent on

에이전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sudo service aws-kinesis-agent status

에이전트를 중지합니다.

sudo service aws-kinesis-agent stop

이 위치에서 에이전트의 로그 파일을 읽습니다.

/var/log/aws-kinesis-agent/aws-kinesis-agent.log

에이전트를 제거합니다.

sudo yum remove aws-kinesis-agent

를 이용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쓰기
AWSSDK

이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데이터를 전송하려
면AWSSDK for Java,.NET,Node.js,파이썬또는루비. Kinesis Data Firehose 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시간을 
내어 에 나와 있는 개념과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무
엇인가요? (p. 1). 자세한 내용은 Amazon Web Services로 개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이 예제는 가능한 모든 예외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능한 모든 보안 및 성능 고려 사항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프로덕션 지원 코드가 아닙니다.

Kinesis Data Firehose API는 전송 스트림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두 가지 작업,
PutRecord과PutRecordBatch.PutRecord()한 번의 호출 내에서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를 전송하
고PutRecordBatch()한 번의 호출 내에서 여러 데이터 레코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주제
• PutRecord를 이용한 단일 쓰기 작업 (p. 40)
• PutRecordBatch를 이용한 일괄 쓰기 작업 (p. 41)

PutRecord를 이용한 단일 쓰기 작업
데이터를 제공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이름과 바이트 버퍼 (<=1000 KB) 만 필요합니다. 
Amazon S3 S3로 파일을 로드하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여러 레코드를 일괄 처리하기 때
문에 레코드 구분 기호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에 한 번에 한 레코드씩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다음 코드를 사용합니다.

PutRecordRequest putRecordRequest = new PutRecordRequest();

40

https://docs.aws.amazon.com/firehose/latest/APIReference/
http://aws.amazon.com/developers/getting-started/java/
http://aws.amazon.com/developers/getting-started/net/
http://aws.amazon.com/developers/getting-started/nodejs/
http://aws.amazon.com/developers/getting-started/python/
http://aws.amazon.com/developers/getting-started/ruby/
http://aws.amazon.com/developers/getting-started/
https://docs.aws.amazon.com/firehose/latest/APIReference/API_PutRecord.html
https://docs.aws.amazon.com/firehose/latest/APIReference/API_PutRecordBatch.html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PutRecordBatch를 이용한 일괄 쓰기 작업

putRecordRequest.setDeliveryStreamName(deliveryStreamName);

String data = line + "\n";

Record record = new Record().withData(ByteBuffer.wrap(data.getBytes()));
putRecordRequest.setRecord(record);

// Put record into the DeliveryStream
firehoseClient.putRecord(putRecordRequest);

더 많은 코드 컨텍스트는 에 포함된 샘플 코드를 참조하십시오.AWSSDK. 요청 및 응답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관련 주제를 참조하십시오.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운영.

PutRecordBatch를 이용한 일괄 쓰기 작업
데이터를 제공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이름과 레코드 목록만 필요합니다. Amazon S3 S3로 
파일을 로드하기 전에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여러 레코드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레코드 구분 
기호를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에 레코드 배치로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다음 코드를 사용합니
다.

PutRecordBatchRequest putRecordBatchRequest = new PutRecordBatchRequest();
putRecordBatchRequest.setDeliveryStreamName(deliveryStreamName);
putRecordBatchRequest.setRecords(recordList);

// Put Record Batch records. Max No.Of Records we can put in a
// single put record batch request is 500
firehoseClient.putRecordBatch(putRecordBatchRequest);

recordList.clear();

더 많은 코드 컨텍스트는 에 포함된 샘플 코드를 참조하십시오.AWSSDK. 요청 및 응답 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관련 주제를 참조하십시오.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 운영.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에 쓰기

Kinesis Data Firehose에 로그 이벤트를 보내는 CloudWatch Logs 구독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inesis Firehose Firehose에 대한 구독 필터.

Important

CloudWatch 로그 이벤트는 gzip 수준 6으로 압축됩니다. 전송 스트림의 대상으로 OpenSearch 
Service 또는 Splunk 를 지정하려면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UTF-8 및 단일 행 JSON으로 레코드
의 압축을 풉니다. 전송 스트림에서 Lambda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데이터 변환 (p. 67).

CloudWatch Events 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작성

CloudWatch Events 규칙에 대상을 추가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이벤트를 보내도록 
Amazon CloudWatch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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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송 스트림으로 이벤트를 보내는 CloudWatch Events 규칙에 대한 대상을 생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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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칙 생성(Create rule)을 선택합니다.
3. 온단계 1: 규칙 생성페이지대상, 선택대상 추가를 선택한 다음 를 선택합니다.Firehose 전송 스트림.
4. 용전송 스트림를 선택한 다음 기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CloudWatch Events 규칙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CloudWatch Events 시
작하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쓰기AWS IoT
구성할 수 있습니다.AWS IoT작업을 추가하여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정보를 전송
합니다.

기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이벤트를 보내는 작업을 생성하려면

1. AWS IoT 콘솔에서 규칙을 생성할 때 규칙 생성 페이지의 하나 이상의 작업을 설정에서 작업 추가를 선
택합니다.

2. 선택Amazon Kinesis Firehose 스트림으로 메시지 전송.
3. [Configure action]을 선택합니다.
4. 용스트림 이름기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5. [Separator]에 대해 레코드 사이에 삽입할 구분자 문자를 선택합니다.
6. 용[IAM role name]기존 IAM 역할을 선택합니다.새 역할 생성.
7. 작업 추가를 선택합니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IoT규칙, 참조AWSIoT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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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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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보호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보안

AW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가장 보안에 민감한 조직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AWS와 귀하의 공동 책임입니다. 공동 책임 모델은 이 사항을 클라우드 내 보안 및 클라우드의 보안
으로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드 파티 감사자는 정기적으로 AWS 규정 준수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보안 효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적용되는 규정 준
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의AWS 서비스 를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귀하의 책임은 귀하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데이터의 민감
도, 조직의 요구 사항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Kinesis Data Firehose를 사용할 때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다음 주제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표를 충족하도록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구성하는 방법
을 보여줍니다. 또한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AWS 서비
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제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의 데이터 보호 (p. 43)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통한 액세스 제어  (p. 44)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p. 63)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규정 준수 검증 (p. 63)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레질리언스 (p. 64)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인프라 보안 (p. 64)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보안 모범 사례 (p. 65)

Amazon Kinesis Data Firehose의 데이터 보호
민감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를 사용할 때 서버 측 데이터 암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데이터 소스에 따라 다릅니다.

Note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통해 AWS에 액세스할 때 FIPS 140-2 검증된 암호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FIPS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FIPS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FIPS) 140-2를 참조하세요.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는 서버 측 암호화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데이터 소스로 구성하면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더 이상 유휴 상태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 스트
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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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Direct PUT 또는 다른 데이터 원본을 사용한 서버 측 암호화

데이터 생산자로부터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Kinesis Data Streams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AWS Key Management Service (AWS KMS)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이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Kinesis Data Streams 스트림은 먼저 데이터를 해독한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전송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지정한 버퍼링 힌트
를 기반으로 메모리의 데이터를 버퍼링합니다. 그런 다음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대상으로 
전송합니다.

Kinesis Data Streams 스트림의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서버 측 암호화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Direct PUT 또는 다른 데이터 원본을 사용한 서버 측 암
호화
또는 Amazon Logs PutRecord또는 PutRecordBatchEvents를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하
거나 Amazon CloudWatch Logs 또는 CloudWatch Events를AWS IoT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StartDeliveryStreamEncryption작업을 사용하여 서버 측 암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erver-side-encryption중지하려면 StopDeliveryStreamEncryption작업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 SSE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호출
DeliveryStreamEncryptionConfigurationInput시점을 지정하십시오 CreateDeliveryStream.

CMK 유형이 다음과 같을 때 aCUSTOMER_MANAGED_CMK, 
aKMSNotFoundExceptionKMSInvalidStateExceptionKMSDisabledExceptionKMSAccessDeniedException, 
a 또는 a로 인해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서비스에서 레코드를 해독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는 사용자
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최대 24시간 (보존 기간) 까지 대기합니다. 보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
면 서비스에서는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복호화할 수 없는 레코드를 건너뛰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네 가지AWS KMS 예외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CloudWatch 지표를 제공합니다.

• KMSKeyAccessDenied

• KMSKeyDisabled

• KMSKeyInvalidState

• KMSKeyNotFound

이러한 4가지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 CloudWatch 메트릭을 사용한 모니터
링” (p. 8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전송 스트림을 암호화하려면 대칭 CMK를 사용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는 비대칭 CMK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 대칭 및 비대칭 CM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
자 안내서의 대칭 및 비대칭 CMK 정보 를 참조하세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통한 액
세스 제어

다음 섹션에서는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루는 정보
에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
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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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streams/latest/dev/server-side-encryp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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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애플리케이션에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Amazon S3) 버킷,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또는 Amazon OpenSearch Service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과 Datadog, Dynatrace, MongoDB, 뉴렐릭 LogicMonitor, 스플렁크 또는 Sumo Logic
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목에서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구성하여 다른AWS 계정에 속한 대상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
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액세스를 관리하는 기술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입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이란? 을 참조하십시오. .

목차
• 애플리케이션에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45)
• Kinesis Data Firehose IAM 역할을 맡도록 허용 (p. 46)
• 데이터 형식 변환을AWS Glue 위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액세스 권한 부여 (p. 46)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Amazon S3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47)
•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Redshift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48)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공공 OpenSearch 서비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51)
• Kinesis Data Firehose VPC의 OpenSearch 서비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53)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퍼블릭 OpenSearch 서버리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

여 (p. 53)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VPC의 OpenSearch 서버리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

여 (p. 55)
• Kinesis Data Firehose Splunk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56)
• VPC에서 Splunk에 액세스 (p. 57)
• Kinesis Data Firehose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58)
• Amazon S3 대상에 대한 교차 계정 전송 (p. 60)
• OpenSearch서비스 목적지로의 교차 계정 배송 (p. 61)
• 태그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p. 62)

애플리케이션에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애플리케이션에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이 예와 유사
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Action 섹션을 수정하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개별 API 작업을 조정하거나
"firehose:*"를 이용해 모든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firehose:DeleteDeliveryStream", 
                "firehose:PutRecord", 
                "firehose:PutRecordBatch", 
                "firehose:UpdateDestination" 
            ], 
            "Resource": [ 
                "arn:aws:firehose:region:account-id:deliverystream/delivery-stream-nam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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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AM_Introduction.html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Kinesis Data Firehose IAM 역할을 맡도록 허용

Kinesis Data Firehose IAM 역할을 맡도록 허용
콘솔을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고 새 역할을 만드는 옵션을 선택한 경우 가 역할에 필요한 신뢰 정책
을AWS 연결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기존 IAM 역할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직접 역할을 생
성하려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해당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다음 신뢰 정책을 해당 역할에 
연결하세요. 정책을 편집해 account-id를 AWS 계정 ID로 바꿉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firehose.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sts:ExternalId": "account-id" 
          } 
        } 
    } 
  ]
}

이 정책은sts:ExternalId 조건 컨텍스트 키를 사용하여AWS 계정에서 시작되는 Kinesis Data Firehose 
활동만 이 IAM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IAM 역할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혼란스러운 대리인 문제를 참조하십시오.

역할의 신뢰 관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역할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형식 변환을AWS Glue 위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액세스 권한 부여
전송 스트림이 데이터 형식 변환을 수행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에 저장된 테이블 정의
를AWS Glue 참조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AWS Glue 필요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정
책에 다음 설명을 추가하십시오. 테이블의 ARN을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Glue 리소스 ARN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Table", 
    "glue:GetTableVersion", 
    "glue:GetTableVersions" 
  ], 
  "Resource": "table-arn"
}

Note

현재AWS Glue 은 (스페인), 중동 (스페인), UAE), 중동 (스페인), UAE (스페인), 중동 (스페인), UAE 
(스페인), 중동 (스페인), 중동 (스페인), UAE (스페인), 중동 (스페인), UAE (스페인), 중동 (스페인), 
UAE (스페인), 중동 (스페인), UAE) 아시아 태평양 (자카르타), 중동 (UAE), 유럽 (스페인), 유럽 (취
리히), 아시아 태평양 (하이데라바드) 리전은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권한을 
Kinesis Data FirehoseAWS Glue Firehose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세요.AWS Glue Data Fireho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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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confused-depu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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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지역 간 상호AWS Glue 운용성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지역에AWS Glue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glue.html 을 참조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Amazon S3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Amazon S3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데이터를 S3 버킷으로 전송하고 선택
적으로 사용자가 소유한AWS KMS 키를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 로깅이 활성화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또한 데이터 전송 오류를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으로 보냅니다. 
전송 스트림을 만들 때 IAM 역할이 있어야 함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IAM 역할을 맡아 지정된 버
킷, 키,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다음 액세스 정책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3 버킷과AWS KMS 키에 액세스하도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Amazon S3 작업s3:PutObjectAcl 목록에 추가하십시
오. 이렇게 하면 버킷 소유자에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제공하는 객체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
한이 부여됩니다. 이 정책에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Streams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설명도 있
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name", 
                "arn:aws:s3:::bucket-name/*"       
            ]     
        },         
        { 
            "Effect": "Allow", 
            "Action": [ 
                "kinesis:DescribeStream", 
                "kinesis:GetShardIterator", 
                "kinesis:GetRecords", 
                "kinesis:ListShards" 
            ], 
            "Resource": "arn:aws:kinesis:region:account-id:stream/stream-name"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id:key/key-id"            
           ], 
           "Condition": { 
               "StringEquals": { 
                   "kms:ViaService": "s3.region.amazonaws.com" 
               }, 
               "StringLi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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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s:EncryptionContext:aws:s3:arn": "arn:aws:s3:::bucket-name/prefix*" 
               } 
           } 
        }, 
        { 
           "Effect": "Allow", 
           "Action": [ 
               "logs:PutLogEvents"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id:log-group:log-group-name:log-stream:log-
stream-name" 
           ]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 
           "Resource": [ 
               "arn:aws:lambda:region:account-id:function:function-name:function-version" 
           ] 
        } 
    ]
}

다른AWS 서비스가AWS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AW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다른 계정의 Amazon S3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알
아보려면 섹션을 참조하세요the section called “Amazon S3 대상에 대한 교차 계정 전송” (p. 60).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Redshift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Amazon Redshift 대상을 사용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
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IAM 역할 및 액세스 정책 (p. 48)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한 VPC 액세스 (p. 50)

IAM 역할 및 액세스 정책
Amazon Redshift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중간 위치로 S3 버킷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사용자가 소유한AWS KMS 키를 데이터 암호화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3 버킷의 데이터를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로드합니다. 오류 로깅이 활성화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또한 데이터 전송 오류를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으로 보냅
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지정된 Amazon Redshift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에 액세스하고, IAM 역할을 사용하여 지정된 버킷, 키,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에 액세스합니다. 전
송 스트림을 만들 때 IAM 역할이 있어야 함

다음 액세스 정책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3 버킷과AWS KMS 키에 액세스하도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Amazon S3 작업 목록에 추가하면s3:PutObjectAcl 버

48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create_for-service.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create_for-service.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create_for-service.html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Redshift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킷 소유자에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제공하는 객체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이 정책에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Streams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name", 
                "arn:aws:s3:::bucket-name/*"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id:key/key-id"            
           ], 
           "Condition": { 
               "StringEquals": { 
                   "kms:ViaService": "s3.region.amazonaws.com" 
               }, 
               "StringLike": { 
                   "kms:EncryptionContext:aws:s3:arn": "arn:aws:s3:::bucket-name/prefix*" 
               } 
           } 
        },         
        { 
           "Effect": "Allow", 
           "Action": [ 
               "kinesis:DescribeStream", 
               "kinesis:GetShardIterator", 
               "kinesis:GetRecords", 
               "kinesis:ListShards" 
           ], 
           "Resource": "arn:aws:kinesis:region:account-id:stream/stream-name" 
        }, 
        { 
           "Effect": "Allow", 
           "Action": [ 
               "logs:PutLogEvents"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id:log-group:log-group-name:log-stream:log-
stream-name" 
           ]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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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 
           "Resource": [ 
               "arn:aws:lambda:region:account-id:function:function-name:function-version" 
           ] 
        } 
    ]
}

다른AWS 서비스가AWS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AW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한 VPC 액세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Virtual Private Cloud (VPC) 에 있는 경우 퍼블릭 IP 주소를 사용하여 공
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Kinesis Data Firehose IP 주소의 차단을 해제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현재 사용 가능한 각 지역에 대해 하나의 CIDR 블록을 사용합니다.

• 13.58.135.96/27미국 동부 (오하이오) 에 대해
• 52.70.63.192/27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에 대해
• 13.57.135.192/27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에 대해
• 52.89.255.224/27미국 서부 (오레곤) 에 대해
• 18.253.138.96/27AWS GovCloud (미국 동부) 용
• 52.61.204.160/27AWS GovCloud (미국 서부) 용
• 35.183.92.128/27캐나다 (중부) 용
• 18.162.221.32/27아시아 태평양 (홍콩) 용
• 13.232.67.32/27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에 대한
• 13.209.1.64/27아시아 태평양 (서울) 에 대한
• 13.228.64.192/27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용
• 13.210.67.224/27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에 대한
• 13.113.196.224/27아시아 태평양 (도쿄) 에 대한
• 52.81.151.32/27중국 (베이징) 용
• 161.189.23.64/27중국 (닝샤) 용
• 35.158.127.160/27유럽 (프랑크푸르트) 에 대해
• 52.19.239.192/27유럽 (아일랜드) 용
• 18.130.1.96/27유럽 (런던) 에 대해
• 35.180.1.96/27유럽 (파리) 행
• 13.53.63.224/27유럽 (스톡홀름) 에 대해
• 15.185.91.0/27중동 (바레인) 에 대해
• 18.228.1.128/27남아메리카 (상파울루) 용
• 15.161.135.128/27유럽 (밀라노) 행
• 13.244.121.224/27아프리카를 위해 (케이프타운)
• 13.208.177.192/27아시아 태평양 (오사카) 에 대한
• 108.136.221.64/27아시아 태평양 (자카르타) 에 대해
• 3.28.159.32/27중동 (UAE)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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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0.71.96/27유럽 (스페인) 용
• 16.62.183.32/27유럽 (취리히) 에 대해
• 18.60.192.128/27아시아 태평양 (하이데라바드) 용
• 16.50.161.128/27아시아 태평양 (멜버른) 용

IP 주소 차단을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시작 안내서의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
스 권한 부여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공공 OpenSearch 
서비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
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오류가 발생한 문서 또는 모든 문서를 S3 버킷에 동시에 백업합니다. 오류 로깅이 활
성화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또한 데이터 전송 오류를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
으로 보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IAM 역할을 사용하여 지정된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 
S3 버킷,AWS KMS 키,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에 액세스합니다. 전송 스트림을 만들 때 IAM 역할
이 있어야 함

다음 액세스 정책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3 버킷,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 및
AWS KMS 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S3 버킷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Amazon S3 작업 목록에 추가
하면s3:PutObjectAcl 버킷 소유자에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제공하는 객체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Streams에 대한 액세스를 허
용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문을 제거할 수 있습니
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name", 
                "arn:aws:s3:::bucket-name/*"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id:key/key-id"            
           ], 
           "Condition": { 
               "StringEquals": { 
                   "kms:ViaService": "s3.region.amazonaws.com" 
               }, 
               "StringLike": { 
                   "kms:EncryptionContext:aws:s3:arn": "arn:aws:s3:::bucket-name/pre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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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ffect": "Allow", 
           "Action": [ 
               "es:DescribeDomain", 
               "es:DescribeDomains", 
               "es:DescribeDomainConfig", 
               "es:ESHttpPost", 
               "es:ESHttpPut" 
           ], 
          "Resource": [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 
          ] 
       }, 
       { 
          "Effect": "Allow", 
          "Action": [ 
              "es:ESHttpGet" 
          ], 
          "Resource": [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_all/_settings",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_cluster/stats",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index-name*/_mapping/type-
name",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_nodes",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_nodes/stats",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_nodes/*/stats",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_stats",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index-name*/_stats", 
              "arn:aws:es:region:account-id:domain/domain-name/" 
          ] 
       },         
       { 
          "Effect": "Allow", 
          "Action": [ 
              "kinesis:DescribeStream", 
              "kinesis:GetShardIterator", 
              "kinesis:GetRecords", 
              "kinesis:ListShards" 
          ], 
          "Resource": "arn:aws:kinesis:region:account-id:stream/stream-name" 
       }, 
       { 
          "Effect": "Allow", 
          "Action": [ 
              "logs:PutLogEvents"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id:log-group:log-group-name:log-stream:log-
stream-name" 
          ]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 
          "Resource": [ 
              "arn:aws:lambda:region:account-id:function:function-name:function-vers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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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AWS 서비스가AWS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AW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다른 계정의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 OpenSearch서비스 목적지로의 교차 계정 배
송” (p. 61).

Kinesis Data Firehose VPC의 OpenSearch 서비스 대
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이 VPC 있는 경우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권한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다음 권한을 부여해야 OpenSearch 서비스 도메
인의 VPC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ec2:DescribeVpcs
• ec2:DescribeVpcAttribute
• ec2:DescribeSubnets
• ec2:DescribeSecurityGroups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ec2:CreateNetworkInterface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ec2:DeleteNetworkInterfac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한 후 이러한 권한을 취소하면 필요에 따라 추가 ENI를 생성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
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OpenSearch Service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그룹을 사용하거나 다른 보안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안 그룹을 지정하는 경우 해
당 보안 그룹이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의 보안 그룹에 대한 아웃바운드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의 보안 그룹이 전송 스트림을 구성할 때 지정한 보안 그룹의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스트림과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 모두에 동일한 보안 그
룹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이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그룹 규칙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설명서의 보안 그룹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퍼블릭 OpenSearch 
서버리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OpenSearch 서버리스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OpenSearch 서버리스 컬
렉션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오류가 발생한 문서 또는 모든 문서를 S3 버킷에 동시에 백업합니다. 오류 로깅이 
활성화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또한 데이터 전송 오류를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
으로 보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IAM 역할을 사용하여 지정된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
션, S3 버킷,AWS KMS 키,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에 액세스합니다. 전송 스트림을 만들 때 IAM 역
할이 있어야 함

다음 액세스 정책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3 버킷, OpenSearch 서버리스 도메인 및
AWS KMS 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S3 버킷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Amazon S3 작업 목록에 추가
하면s3:PutObjectAcl 버킷 소유자에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제공하는 객체에 대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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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Streams에 대한 액세스를 허
용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문을 제거할 수 있습니
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name", 
                "arn:aws:s3:::bucket-name/*"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id:key/key-id"            
           ], 
           "Condition": { 
               "StringEquals": { 
                   "kms:ViaService": "s3.region.amazonaws.com" 
               }, 
               "StringLike": { 
                   "kms:EncryptionContext:aws:s3:arn": "arn:aws:s3:::bucket-name/prefix*" 
               } 
           } 
        },     
       { 
          "Effect": "Allow", 
          "Action": [ 
              "kinesis:DescribeStream", 
              "kinesis:GetShardIterator", 
              "kinesis:GetRecords", 
              "kinesis:ListShards" 
          ], 
          "Resource": "arn:aws:kinesis:region:account-id:stream/stream-name" 
       }, 
       { 
          "Effect": "Allow", 
          "Action": [ 
              "logs:PutLogEvents"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id:log-group:log-group-name:log-stream:log-
stream-name" 
          ]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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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 [ 
              "arn:aws:lambda:region:account-id:function:function-name:function-version" 
          ] 
       } 
    ]
}

위의 정책 외에도 데이터 액세스 정책에 다음과 같은 최소 권한이 할당되도록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구성해야 합니다.

[ 
   { 
      "Rules":[ 
         { 
            "ResourceType":"index", 
            "Resource":[ 
               "index/target-collection/target-index" 
            ], 
            "Permission":[ 
               "aoss:WriteDocument", 
               "aoss:CreateIndex" 
            ] 
         } 
      ], 
      "Principal":[ 
         "arn:aws:sts::account-id:assumed-role/firehose-delivery-role-name/*" 
      ] 
   }
] 
         

다른AWS 서비스가AWS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AW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VPC의 OpenSearch 
서버리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이 VPC 있는 경우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권한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여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의 VPC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c2:DescribeVpcs
• ec2:DescribeVpcAttribute
• ec2:DescribeSubnets
• ec2:DescribeSecurityGroups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ec2:CreateNetworkInterface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ec2:DeleteNetworkInterfac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한 후 이러한 권한을 취소하면 필요에 따라 추가 ENI를 생성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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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
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보안 그룹을 지정합니다.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보안 그룹을 사용하거나 다른 보안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안 그룹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보안 그룹이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의 보안 그룹에 대한 아웃바운드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
인합니다. 또한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의 보안 그룹이 전송 스트림을 구성할 때 지정한 보안 그룹의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스트림과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 모두에 동일한 보안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 그룹의 인바운드 규칙이 HTTPS 트래픽을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그룹 규
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설명서의 보안 그룹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Splunk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Splunk 대상을 사용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plunk HTTP Event Collector (HEC)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또한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해당 데이터를 백업하며,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위해 소유한AWS KMS 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 로깅이 활성화
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CloudWatch 로그 스트림으로 보냅니다. 
AWS Lambda를 사용해 데이터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AWS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경우 Classic Load 
Balancer 밸런서인지 확인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네트워
크 로드 밸런서를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쿠키 만료 시한이 비활성화된 기간 기반 고정 세션을 활성화
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간 기반 세션 고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전송 스트림을 만들 때 IAM 역할이 있어야 함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IAM 역할을 맡아 지정된 버
킷, 키,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다음 액세스 정책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3 버킷에 액세스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
다. S3 버킷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Amazon S3 작업 목록에 추가하면s3:PutObjectAcl 버킷 소유자에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제공하는 객체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Kinesis Data Firehose CloudWatch Firehose에 오류 로깅 및 데이터 변환을AWS Lambda 위한 액
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책에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Streams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내용
도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IAM을 사용하여 Splunk에 액세스하지 않습니다. Splunk 액세스를 위해 HEC 토큰
을 사용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name", 
                "arn:aws:s3:::bucket-name/*"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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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kms:region:account-id:key/key-id"            
           ], 
           "Condition": { 
               "StringEquals": { 
                   "kms:ViaService": "s3.region.amazonaws.com" 
               }, 
               "StringLike": { 
                   "kms:EncryptionContext:aws:s3:arn": "arn:aws:s3:::bucket-name/prefix*" 
               } 
           } 
        },      
        { 
           "Effect": "Allow", 
           "Action": [ 
               "kinesis:DescribeStream", 
               "kinesis:GetShardIterator", 
               "kinesis:GetRecords", 
               "kinesis:ListShards" 
           ], 
           "Resource": "arn:aws:kinesis:region:account-id:stream/stream-name" 
        }, 
        { 
           "Effect": "Allow", 
           "Action": [ 
               "logs:PutLogEvents"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id:log-group:log-group-name:log-stream:*" 
           ]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 
           "Resource": [ 
               "arn:aws:lambda:region:account-id:function:function-name:function-version" 
           ] 
        } 
    ]
}

다른AWS 서비스가AWS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AW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VPC에서 Splunk에 액세스
Splunk 플랫폼이 VPC 내에 있으면 퍼블릭 IP 주소를 통해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Kinesis Data Firehose IP 주소의 차단을 해제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 Splunk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 권
한을 부여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현재 다음과 같은 CIDR 블록을 사용합니다.

• 18.216.68.160/27, 18.216.170.64/27, 18.216.170.96/27미국 동부 (오하이오) 에 대해
• 34.238.188.128/26, 34.238.188.192/26, 34.238.195.0/26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에 대

해
• 13.57.180.0/26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 에 대해
• 34.216.24.32/27, 34.216.24.192/27, 34.216.24.224/27미국 서부 (오레곤) 에 대해
• 18.253.138.192/26AWS GovCloud (미국 동부) 용
• 52.61.204.192/26AWS GovCloud (미국 서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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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62.221.64/26아시아 태평양 (홍콩) 용
• 13.232.67.64/26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에 대한
• 13.209.71.0/26아시아 태평양 (서울) 에 대한
• 13.229.187.128/26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용
• 13.211.12.0/26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에 대한
• 13.230.21.0/27, 13.230.21.32/27아시아 태평양 (도쿄) 에 대한
• 35.183.92.64/26캐나다 (중부) 용
• 18.194.95.192/27, 18.194.95.224/27, 18.195.48.0/27유럽 (프랑크푸르트) 에 대해
• 34.241.197.32/27, 34.241.197.64/27, 34.241.197.96/27유럽 (아일랜드) 용
• 18.130.91.0/26유럽 (런던) 에 대해
• 35.180.112.0/26유럽 (파리) 행
• 13.53.191.0/26유럽 (스톡홀름) 에 대해
• 15.185.91.64/26중동 (바레인) 에 대해
• 18.228.1.192/26남아메리카 (상파울루) 용
• 15.161.135.192/26유럽 (밀라노) 행
• 13.244.165.128/26아프리카를 위해 (케이프타운)
• 13.208.217.0/26아시아 태평양 (오사카) 에 대한
• 52.81.151.64/26중국 (베이징) 용
• 161.189.23.128/26중국 (닝샤) 용
• 108.136.221.128/26아시아 태평양 (자카르타) 에 대해
• 3.28.159.64/26중동 (UAE) 에 대한
• 18.100.194.0/26유럽 (스페인) 용
• 16.62.183.64/26유럽 (취리히) 에 대해
• 18.60.192.192/26아시아 태평양 (하이데라바드) 용
• 16.50.161.192/26아시아 태평양 (멜버른) 용

Kinesis Data Firehose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사용하여 모든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사용자가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해당 데이터를 백업하므로 
Amazon S3 서버 측 암호화를 위해 소유한AWS KMS 키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 로깅이 활
성화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데이터 전송 오류를 CloudWatch 로그 스트림으로 보냅니다. 
AWS Lambda를 사용해 데이터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을 만들 때는 IAM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IAM 역할을 맡아 지
정된 버킷, 키, CloudWatch 로그 그룹 및 스트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습니다.

다음 액세스 정책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 백업용으로 지정한 S3 버킷에 액세스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Amazon S3 작업 목록에 추가하면s3:PutObjectAcl
버킷 소유자에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제공하는 객체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Kinesis Data Firehose CloudWatch Firehose에 오류 로깅 및 데이터 변환을AWS 
Lambda 위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책에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Streams에 대한 액세스
를 허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문을 제거할 수 있
습니다.

Important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IAM을 사용하여 Datog,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Logic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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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DongoDB 지원되는 타사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한 지정된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액세스하려면 해당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해당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API 키 또는 액세스 키를 
받으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name", 
                "arn:aws:s3:::bucket-name/*"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id:key/key-id"            
           ], 
           "Condition": { 
               "StringEquals": { 
                   "kms:ViaService": "s3.region.amazonaws.com" 
               }, 
               "StringLike": { 
                   "kms:EncryptionContext:aws:s3:arn": "arn:aws:s3:::bucket-name/prefix*" 
               } 
           } 
        },      
        { 
           "Effect": "Allow", 
           "Action": [ 
               "kinesis:DescribeStream", 
               "kinesis:GetShardIterator", 
               "kinesis:GetRecords", 
               "kinesis:ListShards" 
           ], 
           "Resource": "arn:aws:kinesis:region:account-id:stream/stream-name" 
        }, 
        { 
           "Effect": "Allow", 
           "Action": [ 
               "logs:PutLogEvents"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id:log-group:log-group-name:log-stream:*" 
           ]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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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da:GetFunctionConfiguration"  
           ], 
           "Resource": [ 
               "arn:aws:lambda:region:account-id:function:function-name:function-version" 
           ] 
        } 
    ]
}

다른AWS 서비스가AWS 리소스에 대한 자세한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AWS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대한

Important

현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VPC의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을 지
원하지 않습니다.

Amazon S3 대상에 대한 교차 계정 전송
AWS CLI또는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하여 하나의AWS 계정에서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고 다른 계
정에는 Amazon S3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계정 A가 소유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
트림을 구성하여 계정 B가 소유한 Amazon S3 버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1. Amazon S3 대상에 대한 Kinesis Firehose에 액세스 권한 부여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계정 A에서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Note

이 경우 액세스 정책에 지정된 Amazon S3 버킷은 계정 B가 소유합니다. 액세스 정책의 
Amazon S3 작업 목록에s3:PutObjectAcl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정 B에게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제공하는 객체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이 권한은 교차 계정 전송에 필요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요청의x-
amz-acl "" 헤더를bucket-owner-full-control "“로 설정합니다.

2. 이전에 생성한 IAM 역할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계정 B에서 S3 버킷 정책을 생성하십시오. 다
음 코드는 버킷 정책의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킷 정책 및 사용자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Id": "PolicyID", 
    "Statement": [ 
        { 
            "Sid": "StmtID",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A-id:role/iam-role-name" 
            }, 
            "Action": [ 
                "s3:AbortMultipartUpload",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PutObject", 
                "s3:PutObjectAcl" 
            ], 
            "Resource": [ 
                "arn:aws:s3:::bucke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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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s3:::bucket-name/*" 
            ] 
        } 
    ]
} 
                         

3. 1단계에서 생성한 IAM 역할을 사용하여 계정 A에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OpenSearch서비스 목적지로의 교차 계정 배송
AWS CLI또는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하여 한AWS 계정에서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고 다른 계정에
는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는 계정 A에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
트림을 생성하고 계정 B가 소유한 OpenSearch 서비스 대상에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의 예를 
보여줍니다.

1. 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계정 A에서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the section called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공공 OpenSearch 서비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51).

2.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IAM 역할에서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계정 B에서 OpenSearch 서비스 정책을 생성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A-ID:role/firehose_delivery_role " 
      }, 
      "Action": "es:ESHttpGet", 
      "Resource": [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_all/
_settings",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_cluster/
stats",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roletest*/
_mapping/roletest",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_nodes",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_nodes/stats",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_nodes/*/
stats",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_stats",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roletest*/
_stats", 
        "arn:aws:es:us-east-1:Account-B-ID:domain/cross-account-cluster/" 
      ] 
    } 
  ]
}                    

3. 1단계에서 생성한 IAM 역할을 사용하여 계정 A에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는 OpenSearch 서비스 대신AWS CLI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
하고ClusterEndpoint 필드를 지정하십시오.DomainARN

Note

한AWS 계정에서 다른 계정의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을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려면
AWS CLI 또는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해야 합니다. AWS Management Console을 사용
하여 이러한 종류의 교차 계정 구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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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IAM 정책의 선택적Condition 요소 (또는Condition 블록) 를 사용하여 태그 키 및 값을 기반으로 Kinesis 
Data Firehose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다양한 Kinesis Data 
Firehose 작업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ondition 요소의 사용 방법과 그 요소에 사용
할 수 있는 작업을 알아보려면 IAM JSON 정책 요소: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CreateDeliveryStream
CreateDeliveryStream 작업에는 aws:RequestTag 조건 키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예에서 MyKey와
MyValue는 태그에 대한 키와 그 값을 나타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firehose:CreateDeliveryStream",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aws:RequestTag/MyKey": "MyValue" 
                } 
            } 
        } 
    ]
}

TagDeliveryStream
TagDeliveryStream 작업에는 aws:TagKeys 조건 키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예에서 MyKey은 태그 키의 
예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firehose:TagDeliveryStream", 
            "Resource": "*", 
            "Condition": { 
                "ForAnyValue:StringEquals": { 
                    "aws:TagKeys": "MyKey" 
                 } 
            } 
        } 
    ]
}

UntagDeliveryStream
UntagDeliveryStream 작업에는 aws:TagKeys 조건 키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예에서 MyKey은 태그 키
의 예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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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firehose:UntagDeliveryStream", 
            "Resource": "*", 
            "Condition": { 
                "ForAnyValue:StringEquals": { 
                    "aws:TagKeys": "MyKey" 
                 } 
            } 
        } 
    ]
}

ListDeliveryStreams
ListDeliveryStreams에는 태그 기반 액세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Kinesis Data Firehose 운영
CreateDeliveryStream,TagDeliveryStreamUntagDeliveryStreamListDeliveryStreams, 
및 이외의 모든 Kinesis Data Firehose 작업에는aws:RequestTag 조건 키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예에서
MyKey와 MyValue는 태그에 대한 키와 그 값을 나타냅니다.

ListDeliveryStreams,firehose:ResourceTag 조건 키를 사용하여 해당 전송 스트림의 태그를 기반
으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MyKey와 MyValue는 태그에 대한 키와 그 값을 나타냅니다. 정책은 값이 인 태그가 있는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만 적용됩니다MyValue.MyKey 리소스 태그를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User Guide의 태그를 사용한AWS 리소스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Deny", 
            "Action": "firehose:DescribeDeliveryStream",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firehose:ResourceTag/MyKey": "MyValue" 
                  } 
            } 
        } 
    ]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모니터링
(Monitoring) (p. 88)을 참조하세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규
정 준수 검증

타사 감사자는 여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보안 및
AWS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SOC, PCI, FedRAMP, HIPAA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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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 범위에 속하는 AWS 서비스의 목록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AWS 범위 내 서비
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의 보고
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사용할 때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의 규정 준수 목표, 회
사의 규정 준수 목표, 회사의 규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시 HIPAA, PCI, FedRAMP와 같은 표준으로 규정 준수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도움말AWS 리소스
를 활용하세요.

•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 – 이 배포 안내서에서는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AWS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술 백서 아키텍팅 - 이 백서는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여 HIPAA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사용자의 업계와 위치에 해당할 수 있는 워크북 및 안내서 모음입니다.
• AWS Config – 이 AWS 서비스로 리소스 구성이 내부 관행, 업계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AWS Security Hub - 이 AWS 서비스는 보안 산업 표준 및 모범 사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WS 내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레질리
언스

AWS 글로벌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복성을 갖
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가용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
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기존의 단일 또는 다
중 데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세요.

AWS글로벌 인프라뿐만 아니라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도 데이터 복원력과 백업 요구 사항을 지원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재해 복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서버리스 모드에서 실행되며 자동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 호스트 성능 
저하, 가용 영역 가용성 및 기타 인프라 관련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데이터 손실 없이 전송 스트림이 마이그레이션되도록 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형 서비스인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따라 보호형 서비스형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따라 보호형 서비스입니다AWS

에서AWS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Kinesis Data Firehose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이언트
가 전송 계층 보안(TLS) 1.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Ephemeral 
Diffie-Hellman(DHE) 또는 Elliptic Curve Ephemeral Diffie-Hellman(ECDHE)과 같은 PFS(전달 완전 보안, 
Perfect Forward Secrecy)가 포함된 암호 제품군도 지원해야 합니다. Java 7 이상의 최신 시스템은 대부분 이
러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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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청은 액세스 키 ID 및 IAM 주체와 관련된 보안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PrivateLink)
Kinesis Data Firehose VPC 엔드포인트 (PrivateLink) 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Kinesis 
Data Firehose 함께 사용하기AWS PrivateLink (p. 119)을 참조하세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보안 모범 사
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자체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보안 기
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모범 사례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환경에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최소 권한 액세스 구현
권한을 부여할 때 누가 어떤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갖는지 결정합니다. 해당 리
소스에서 허용할 작업을 사용 설정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최소 
권한 액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오류 또는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IAM 역할 사용
생산자 및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액세스하려면 유효한 자격 증명
이 있어야 하며,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상에 액세스하려면 유효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
다. AWS자격 증명을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나 Amazon S3 버킷에 직접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은 자동으로 교체되지 않으며 손상된 경우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 자격 증명입니다.

그 대신 IAM 역할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액세스하기 위한 임시 자격 증명을 관리
해야 합니다. 역할을 사용하면 장기 자격 증명(예: 사용자 이름과 암호 또는 액세스 키)을 사용하여 다른 리소
스에 액세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IAM 역할
•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시나리오: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종속 리소스에서 서버 측 암호화 구현
저장된 데이터와 전송 중인 데이터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의 데이터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API 호출을 CloudTrail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AWS 서비
스가 수행한 작업의 레코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과 통합됩니다.AWS CloudTrail

수집정보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요청을 CloudTrail,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
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
이 사람, 요청을 사람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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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API 호출 로깅하기AWS 
CloudTrail” (p. 110)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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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ata 
Firehose Data F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호출하여 수신되는 소스 데이터를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
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데이터 변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 흐름
Kinesis Data Firehose 변환을 활성화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버퍼링합니
다. 버퍼링 힌트의 범위는 0.2~3MB입니다. 기본 버퍼링 힌트는 Splunk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대해 1MB입니
다. Splunk의 경우 기본 버퍼링 힌트는 256KB입니다. (버퍼링 크기를 조정하려면 ProcessorParameter호
출자와 함께 Processing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십시오BufferSizeInMBs.)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AWS Lambda 동기식 호출 모드를 사용하여 버퍼링된 각 배치와 함께 지정된 
Lambda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호출합니다. 변환된 데이터는 Lambda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로 전송됩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대상 버퍼링 크기 또는 버퍼링 간격에 도달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대상 버퍼링 크기 또는 버퍼링 간격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이를 대상으로 전송합니다.

Important

Lambda 동기 호출 모드의 페이로드 크기 제한은 요청과 응답 모두에 6MB입니다. 함수로 요청을 전
송하기 위한 버퍼링 크기가 6MB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함수에서 반환하는 응답이 6MB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변환 및 상태 모델
Lambda에서 변환된 모든 레코드에는 다음 파라미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이를 거부하고 이를 데이터 변환 실패로 간주합니다.

recordId

레코드 ID는 호출 중에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에서 Lambda로 전달됩니다. 변환된 레코드에
는 동일한 레코드 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래 레코드의 ID와 변환된 레코드의 ID 간 불일치는 데이터 
변환 실패로 간주됩니다.

result

레코드의 데이터 변환 상태입니다. 가능한 값은 Ok(레코드가 성공적으로 변환되었음), Dropped(처리 
로직에 의해 의도적으로 레코드가 삭제됨), ProcessingFailed(레코드를 변환하지 못함)입니다. 레코
드 상태가Ok 또는Dropped 인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해당 레코드가 성공적으로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데이터

base64 인코딩 후 변환된 데이터 페이로드입니다.

Lambda 블루프린트
이 블루프린트는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사용하여 Kinesis Firehose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변환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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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mbda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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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함수 생성을 선택한 다음 Use a blueprint(블루프린트 사용)를 선택합니다.
3. 블루프린트 필드에서 키워드를firehose 검색하여 Kinesis Data Firehose Lambda 블루프린트를 찾으

십시오.

블루프린트 목록:

• Kinesis 파이어호스 스트림 (Node.js, Python) 으로 전송된 프로세스 레코드

이 블루프린트는AWS Lambda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
법에 대한 기본 예를 보여줍니다.

최신 출시일: 2016년 11월

릴리즈 노트: 없음
• Kinesis 파이어호스로 전송된 프로세스 CloudWatch 로그 (Node.js, Python)

이 청사진은AWS Lambda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전송된 Amazon CloudWatch 
Logs를 압축 해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최신 출시일: 2022년 9월 15일.

릴리스 노트: 이 블루프린트의 최신 릴리스 버전은 향상된 오류 처리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와 Lambda의 사용 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사용하는 경우 버퍼 크기
에 대한 Kinesis Firehose Lambda 설정을 256KB로 변경하십시오.

• syslog 형식의 Kinesis 파이어호스 스트림 레코드를 JSON (Node.js) 으로 변환

이 블루프린트는 RFC3164 Syslog 형식의 입력 레코드를 JSON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최신 출시일: 2016년 11월

릴리즈 노트: 없음

AWS Serverless Application Repository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보려면

1. AWS Serverless Application Repository 위치로 이동합니다.
2. 모든 애플리케이션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필드에서 키워드 firehose를 검색합니다.

청사진을 사용하지 않고 Lambda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AWSLambda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변환 실패 처리
네트워크 시간 초과나 Lambda 호출 한도에 도달하여 Lambda 함수 호출이 실패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기본적으로 호출을 세 번 재시도합니다. 호출에 실패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해당 레코드 배치를 건너뛰게 됩니다. 건너뛴 레코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레코드로 간주됩니다. 또
는UpdateDestination API를 사용하여 재시도 옵션을 CreateDeliveryStream지정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실패의 경우 Amazon Logs에 호출 오류를 CloudWatch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102)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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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의 데이터 변환 상태가 인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ProcessingFailed 해당 
레코드를 처리 실패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장애의 경우 Lambda 함수에서 Amazon Logs로 오
류 CloudWatch 로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CloudWatch 로그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AWS Lambda

데이터 변환에 실패하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레코드는 S3 버킷의 processing-failed 폴더로 전송됩니
다. 이 레코드는 다음 형식을 취합니다.

{ 
    "attemptsMade": "count", 
    "arrivalTimestamp": "timestamp", 
    "errorCode": "code", 
    "errorMessage": "message", 
    "attemptEndingTimestamp": "timestamp", 
    "rawData": "data", 
    "lambdaArn": "arn"
}

attemptsMade

시도한 호출 요청 횟수입니다.
arrivalTimestamp

Kinesis Data Firehose 레코드를 수신한 시간입니다.
errorCode

Lambda에서 반환한 HTTP 오류 코드입니다.
errorMessage

Lambda에서 반환된 오류 메시지입니다
attemptEndingTimestamp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Lambda 호출 시도를 중단한 시간입니다.
rawData

base64 인코딩된 레코드 데이터입니다.
lambdaArn

Lambda 함수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Lambda 호출 기간
Kinesis Data Firehose 최대 5분의 Lambda 호출 시간을 지원합니다. Lambda 함수를 완료하는 데 5분 이상 
걸리는 경우 다음 오류가 발생합니다. AWSLambda를 호출할 때 Firehose에서 시간 초과 오류가 발생했습니
다. 지원되는 최대 함수 타임아웃은 5분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
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데이터 변환 실패 처리” (p. 68).

소스 레코드 백업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변환되지 않은 모든 레코드를 S3 버킷에 동시에 백업하는 동시에 변환된 
레코드를 대상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소스 레코드 백업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소스 레코드 백업을 활성화한 후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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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sis Data FireFirehose의 동적 분
할 기능 사용 방법

동적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데이터 내의 키 (예:customer_id 또는transaction_id) 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할한 다음 이러한 키로 그룹화된 데이터를 
해당하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접두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mazon 
Athena, Amazon EMR, Amazon Redshift Spectrum 및 Amazon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여 Amazon 
S3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 고성능의 비용 효율적인 분석을 더 쉽게 실행할 수 QuickSight 있습니다. 또한
AWS Glue는 동적으로 분할된 스트리밍 데이터를 Amazon S3로 전송한 후 추가 처리가 필요한 사용 사례에
서 보다 정교한 ETL (추출, 변환 및 로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할하면 스캔되는 데이터의 양이 최소화되고 성능이 최적화되며 Amazon S3에서의 분석 쿼리 비
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세분화된 액세스를 향상시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캡처하여 Amazon S3로 로드하는 데 사용됩니다. Amazon S3 기반 분석을 위해 스
트리밍 데이터 세트를 분할하려면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기 전에 Amazon S3 버킷 간에 파티셔닝 애플리케
이션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는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동적 파티셔닝을 통해 Kinesis Data Firehose는 동적 또는 정적으로 정의된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전송 중
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그룹화하고 키별로 개별 Amazon S3 접두사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몇 분 또는 몇 
time-to-insight 시간씩 단축됩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하고 아키텍처를 단순화합니다.

주제
• 파티션 키 사용 방법 (p. 70)
• 동적 파티셔닝을 위한 Amazon S3 버킷 접두사 (p. 73)
• 집계된 데이터의 동적 파티셔닝 (p. 74)
• S3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새 줄 구분 기호 추가 (p. 75)
• 동적 분할 사용 방법 (p. 75)
• 동적 분할 오류 처리 오류 처리 (p. 75)
• 데이터 버퍼링 및 동적 분할 및 분할 (p. 75)

파티션 키 사용 방법
동적 분할 키를 사용하여 대상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는 동적 분할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티셔닝 키를 
사용하면 특정 값을 기준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ID 및 국가를 기준으
로 데이터를 필터링해야 하는 경우 의 데이터 필드를 하나의 파티션 키로 지정하고 의customer_id 데이터 
필드를 다른 파티션 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country 그런 다음 표현식을 지정하여 (지원되는 형식 사용) 
동적으로 분할된 데이터 레코드를 전송할 S3 버킷 접두사를 정의합니다.

파티션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라인 파싱 - 이 메서드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내장 지원 메커니즘인 jq 파서를 사
용하여 JSON 형식의 데이터 레코드에서 파티셔닝하기 위한 키를 추출합니다.

• AWSLambda 함수 - 이 메서드는 지정된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파티셔닝에 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추출하고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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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동적 분할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분할해야 합니
다.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구성하여 파티션 키를 지정하거나 둘 다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파싱으로 파티셔닝 키 생성
인라인 파싱을 스트리밍 데이터의 동적 파티셔닝 방법으로 구성하려면 파티셔닝 키로 사용할 데이터 레코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지정된 각 파티셔닝 키에 대한 값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샘플 데이터 레코드를 살펴보고 인라인 파싱을 통해 해당 레코드의 파티셔닝 키를 정의하는 방법을 살
펴보겠습니다.

{   
   "type": {   
    "device": "mobile",   
    "event": "user_clicked_submit_button"  
  },   
  "customer_id": "1234567890",   
  "event_timestamp": 1565382027,   #epoch timestamp   
  "region": "sample_region"   
}   

예를 들어customer_id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event_timestamp 즉, 각 레코드의customer_id 파라미터 또는event_timestamp 파라미터 값을 사
용하여 레코드를 전송할 S3 접두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표현식과 마찬가지로device 중첩된 매개 변수를 선
택할 수도.type.device 있습니다. 동적 파티셔닝 로직은 여러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티셔닝 키의 데이터 파라미터를 선택한 후 각 파라미터를 유효한 jq 표현식에 매핑합니다. 다음 표는 이러
한 매개 변수를 jq 표현식에 매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파라미터 jq expression

customer_id . 고객_아이디

device . 유형. 장치

year .event_타임스탬프| strftime (“%Y”)

month .event_타임스탬프| strftime (“%m”)

day .event_타임스탬프| strftime (“%d”)

hour .event_타임스탬프| strftime (“%H”)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런타임 시 위의 오른쪽 열을 사용하여 각 레코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
라미터를 평가합니다.

AWS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파티셔닝 키 생성
압축되거나 암호화된 데이터 레코드 또는 JSON이 아닌 파일 형식의 데이터의 경우 통합AWS Lambda 함수
를 자체 사용자 지정 코드와 함께 사용하여 레코드를 압축 해제, 암호 해독 또는 변환하여 파티셔닝에 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추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변환 Lambda 함수를 확장한 것입니다. 동일한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동적 파티셔닝에 사용할 수 있
는 데이터 필드를 변환, 파싱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모든 읽기 레코드를 재생하고 레코드에서 파티셔닝 키를 추출하는 Python의 
Lambda 함수를 처리하는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 처리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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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__future__ import print_function
import base64
import json
import datetime 
  
# Signature for all Lambda functions that user must implement
def lambda_handler(firehose_records_input, context): 
    print("Received records for processing from DeliveryStream: " + 
 firehose_records_input['deliveryStreamArn'] 
          + ", Region: " + firehose_records_input['region'] 
          + ", and InvocationId: " + firehose_records_input['invocationId']) 
  
    # Create return value. 
    firehose_records_output = {'records': []} 
  
    # Create result object. 
    # Go through records and process them 
  
    for firehose_record_input in firehose_records_input['records']: 
        # Get user payload 
        payload = base64.b64decode(firehose_record_input['data']) 
        json_value = json.loads(payload) 
  
        print("Record that was received") 
        print(json_value) 
        print("\n") 
        # Create output Firehose record and add modified payload and record ID to it. 
        firehose_record_output = {} 
        event_timestamp = datetime.datetime.fromtimestamp(json_value['eventTimestamp']) 
        partition_keys = {"customerId": json_value['customerId'], 
                          "year": event_timestamp.strftime('%Y'), 
                          "month": event_timestamp.strftime('%m'), 
                          "date": event_timestamp.strftime('%d'), 
                          "hour": event_timestamp.strftime('%H'), 
                          "minute": event_timestamp.strftime('%M') 
                          } 
  
        # Create output Firehose record and add modified payload and record ID to it. 
        firehose_record_output = {'recordId': firehose_record_input['recordId'], 
                                  'data': firehose_record_input['data'], 
                                  'result': 'Ok', 
                                  'metadata': { 'partitionKeys': partition_keys }} 
  
        # Must set proper record ID 
        # Add the record to the list of output records. 
  
        firehose_records_output['records'].append(firehose_record_output) 
  
    # At the end return processed records 
    return firehose_records_output

다음은 입력에서 출력까지 모든 읽기 레코드를 재생하고 레코드에서 파티셔닝 키를 추출하는 Go의 Lambda 
함수를 처리하는 Amazon 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 처리 예제입니다.

package main

import ( 
 "fmt" 
 "encoding/json" 
 "time" 
 "strco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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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hub.com/aws/aws-lambda-go/events" 
 "github.com/aws/aws-lambda-go/lambda"
)

type KinesisFirehoseEventRecordData struct { 
 CustomerId string `json:"customerId"`
}

func handleRequest(evnt events.KinesisFirehoseEvent) (events.KinesisFirehoseResponse, 
 error) { 

 fmt.Printf("InvocationID: %s\n", evnt.InvocationID) 
 fmt.Printf("DeliveryStreamArn: %s\n", evnt.DeliveryStreamArn) 
 fmt.Printf("Region: %s\n", evnt.Region) 

 var response events.KinesisFirehoseResponse 

 for _, record := range evnt.Records { 
  fmt.Printf("RecordID: %s\n", record.RecordID) 
  fmt.Printf("ApproximateArrivalTimestamp: %s\n", record.ApproximateArrivalTimestamp) 

  var transformedRecord events.KinesisFirehoseResponseRecord 
  transformedRecord.RecordID = record.RecordID 
  transformedRecord.Result = events.KinesisFirehoseTransformedStateOk 
  transformedRecord.Data = record.Data 

  var metaData events.KinesisFirehoseResponseRecordMetadata 
  var recordData KinesisFirehoseEventRecordData 
  partitionKeys := make(map[string]string) 

  currentTime := time.Now() 
  json.Unmarshal(record.Data, &recordData) 
  partitionKeys["customerId"] = recordData.CustomerId 
  partitionKeys["year"] = strconv.Itoa(currentTime.Year()) 
  partitionKeys["month"] = strconv.Itoa(int(currentTime.Month())) 
  partitionKeys["date"] = strconv.Itoa(currentTime.Day()) 
  partitionKeys["hour"] = strconv.Itoa(currentTime.Hour()) 
  partitionKeys["minute"] = strconv.Itoa(currentTime.Minute()) 
  metaData.PartitionKeys = partitionKeys 
  transformedRecord.Metadata = metaData 

  response.Records = append(response.Records, transformedRecord) 
 } 

 return response, nil
}

func main() { 
 lambda.Start(handleRequest)
} 
             

동적 파티셔닝을 위한 Amazon S3 버킷 접두사
Amazon S3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는 Kinesis Data Firehose가 데이터를 전송할 
Amazon S3 버킷을 지정해야 합니다. Amazon S3 버킷 접두사는 S3 버킷에 저장할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사
용됩니다. Amazon S3 버킷 접두사는 유사한 객체를 그룹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렉터리와 유사합니다.

동적 파티셔닝을 사용하면 파티셔닝된 데이터가 지정된 Amazon S3 접두사로 전송됩니다.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전송 스트림에 S3 버킷 접두사를 지정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적 파티셔
닝을 활성화하도록 선택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가 파티셔닝된 데이터를 전송할 S3 버킷 접두사를 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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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는 모든 전송 스트림에서 S3 버킷 접두사 값은 해당 전송 스트림에 지정된 파티셔
닝 키를 기반으로 하는 표현식으로 구성됩니다. 위의 데이터 레코드 예제를 다시 사용하여 위에서 정의한 파
티셔닝 키를 기반으로 하는 표현식으로 구성된 다음 S3 접두사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 {   
"BucketARN": "arn:aws:s3:::my-logs-prod",   
"Prefix": "customer_id=!{partitionKeyFromQuery:customer_id}/  
    device=!{partitionKeyFromQuery:device}/  
    year=!{partitionKeyFromQuery:year}/   
    month=!{partitionKeyFromQuery:month}/   
    day=!{partitionKeyFromQuery:day}/   
    hour=!{partitionKeyFromQuery:hour}/"   
}  
         

Kinesis 데이터 파이어호스는 런타임에 위 표현식을 평가합니다. 평가된 동일한 S3 접두사 표현식과 일치하
는 레코드를 단일 데이터 세트로 그룹화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데이터 세트
를 평가된 S3 접두사로 전달합니다. S3로의 데이터 세트 전송 빈도는 전송 스트림 버퍼 설정에 따라 결정됩
니다. 따라서 이 예제의 레코드는 다음 S3 객체 키로 전송됩니다.

s3://my-logs-prod/customer_id=1234567890/device=mobile/year=2019/month=08/day=09/hour=20/
my-delivery-stream-2019-08-09-23-55-09-a9fa96af-e4e4-409f-bac3-1f804714faaa 
         

동적 파티셔닝의 경우 S3 버킷 접두사에 다음과 같은 표현식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네임스페
이스는 둘 중 하나partitionKeyFromQuery 또는partitionKeyFromLambda 둘 다일 수 있습니다.!
{namespace:value} 인라인 파싱을 사용하여 소스 데이터의 파티셔닝 키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 형식으
로 지정된 표현식으로 구성된 S3 버킷 접두사 값을 지정해야"partitionKeyFromQuery:keyID" 합니다. 
AWS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소스 데이터에 대한 파티셔닝 키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 형식으로 지정된 표현
식으로 구성된 S3 버킷 접두사 값을 지정해야"partitionKeyFromLambda:keyID" 합니다.

Note

하이브 스타일 형식 (예: customer_id=!) 을 사용하여 S3 버킷 접두사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partitionKeyFrom쿼리:고객_ID}.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및 Amazon S3 객체용 사용자 지정 접두사 생성
의 “대상으로 Amazon S3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집계된 데이터의 동적 파티셔닝
집계된 데이터 (예: 단일PutRecord 및PutRecordBatch API 호출로 집계된 여러 이벤트, 로그 또는 레코
드) 에 동적 파티셔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는 먼저 집계 해제해야 합니다. 전송 스트림의 레코드를 
분석하여 분리하는 프로세스인 다중 레코드 집계 해제를 활성화하여 데이터 집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중 레코드 집계 해제는 다음과 같은JSON 유형일 수 있습니다. 즉, 유효한 JSON을 기반으로 레코드 분리가 
수행됩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Delimited 유형일 수 있습니다. 즉, 지정된 사용자 지정 구분 기호를 기반으
로 레코드 분리가 수행됩니다. 이 사용자 지정 구분 기호는 base-64-인코딩된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다음 문자열을 사용자 지정 구분 기호로 사용하려면 이 문자열을 Base-64로 인코딩된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변환됩니다IyMjIw==.####

집계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레코드를 파싱하
고 지정된 다중 레코드 집계 해제 유형에 따라 각 API 호출 내에서 유효한 JSON 객체 또는 구분된 레코드를 
찾습니다.

Important

데이터가 집계된 경우 데이터가 먼저 집계 해제된 경우에만 동적 파티셔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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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새 줄 구분 기호 추가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면 Amazon S3로 전송되는 객체의 레코드 사이에 새 줄 구분 기호를 추가하도록 
전송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에서 객체를 분석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적 분할
을 집계된 데이터에 적용할 때도 특히 유용합니다. 멀티레코드 집계 해제 (집계된 데이터를 동적으로 분할하
려면 먼저 적용해야 함) 를 사용하면 구문 분석 프로세스의 일부로 레코드에서 새 줄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동적 분할 사용 방법
Kinesis Data Firehose 관리 콘솔, CLI 또는 API를 통해 전송 스트림의 동적 파티셔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새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만 동적 분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동적 파티셔닝이 아직 활성
화되지 않은 기존 전송 스트림에 대해서는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새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는 동안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관리 콘솔을 통해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
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단계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을 참조하십시
오. 현재 동적 파티셔닝은 Amazon S3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전송 스트림에서만 지원되므로 전송 스트림의 
대상을 지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려면 목적지로 Amazon S3 선택 섹션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활성 전송 스트림에서 동적 파티셔닝이 활성화되면 새 파티셔닝 키와 S3 접두사 식을 추가하거나 기존 
파티셔닝 키를 제거 또는 업데이트하여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업데이트되면 새 키와 새 S3 접두사 표현식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Important

전송 스트림에서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한 후에는 이 전송 스트림에서 동적 파티셔닝을 비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동적 분할 오류 처리 오류 처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전송 스트림의 데이터 레코드를 분석할 수 없거나 지정된 파티셔닝 키를 
추출하지 못하거나 S3 프리픽스 값에 포함된 식을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 레코드는 동적 파티
셔닝을 활성화한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 지정해야 하는 S3 오류 버킷 접두사로 전송됩니다. S3 오류 버킷 
접두사에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지정된 S3 대상으로 전송할 수 없는 모든 레코드가 포함됩니
다. 이러한 레코드는 오류 유형에 따라 구성됩니다. 전달된 객체에는 레코드와 함께 오류를 이해하고 해결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오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전송 스트림에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려면 전송 스트림에 S3 오류 버킷 접두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전
송 스트림에 동적 파티셔닝을 활성화하지 않으려면 S3 오류 버킷 접두사를 지정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데이터 버퍼링 및 동적 분할 및 분할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들어오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특정 크기로 특정 기간 동안 버퍼링
한 후 지정된 목적지로 전송합니다. 새 전송 스트림을 만드는 동안 버퍼 크기 및 버퍼 간격을 구성하거나 기
존 전송 스트림의 버퍼 크기 및 버퍼 간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버퍼 크기는 MB 단위로 측정되며 버퍼 
간격은 초 단위로 측정됩니다.

동적 파티셔닝이 활성화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구성된 버퍼링 힌트 (크기 및 시간) 를 기반
으로 지정된 파티션에 속한 레코드를 내부적으로 버퍼링한 후 이러한 레코드를 Amazon S3 버킷으로 전송
합니다. 최대 크기의 객체를 제공하기 위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내부적으로 다단계 버퍼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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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합니다. 따라서 레코드 일괄 처리의 end-to-end 지연은 구성된 버퍼링 힌트 시간의 1.5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송 스트림의 데이터 최신성에 영향을 줍니다.

활성 파티션 수는 전달 버퍼 내 활성 파티션의 총 수입니다. 예를 들어 동적 파티셔닝 쿼리가 초당 3개의 파티
션을 생성하고 60초마다 전송을 트리거하는 버퍼 힌트 구성이 있는 경우 평균적으로 180개의 활성 파티션이 
생깁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파티션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이 파티션은 
전송될 때까지 전송 버퍼에서 활성 상태로 간주됩니다.

레코드 데이터 필드와 S3 접두사 표현식을 기반으로 S3 접두사가 새 값으로 평가될 때 새 파티션이 생성됩니
다. 각 활성 파티션에 대해 새 버퍼가 생성됩니다. 동일한 평가된 S3 접두사를 가진 모든 후속 레코드가 해당 
버퍼에 전달됩니다. 버퍼가 버퍼 크기 제한 또는 버퍼 시간 간격에 도달하면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버퍼 데이터가 포함된 객체를 생성하여 지정된 Amazon S3 접두사로 전송합니다. 객체가 전달
되면 해당 파티션의 버퍼와 파티션 자체가 삭제되고 활성 파티션 수에서 제거됩니다.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파티션에 대해 개별적으로 버퍼 크기 또는 간격이 충족되면 각 버퍼 데이터를 단일 
객체로 전송합니다. 활성 파티션 수가 전송 스트림당 500개 한도에 도달하면 전송 스트림의 나머지 레코드가 
지정된 S3 오류 버킷 접두사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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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입력 레코드 형식 변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는 입력 데이터의 형식을 JSON에서Apache Parquet또는Apache 
ORCAmazon S3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Parquet 및 ORC는 공간을 절약하고 JSON 같은 행 기준 형식과 
비교할 때 쿼리 속도가 더 빠른 열 방식 데이터 형식입니다. JSON 외에 쉼표 구분 값(CSV) 또는 구조화된 텍
스트 등과 같은 입력 형식을 변환하려는 경우 AWS Lambda를 사용하여 먼저 JSON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변환 (p. 67)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레코드 형식 변환 요구 사항 (p. 77)
• JSON Deserializer 선택 (p. 78)
• Serializer 선택 (p. 78)
• 입력 레코드 형식 변환(콘솔) (p. 78)
• 입력 레코드 형식 변환(API) (p. 79)
• 레코드 형식 변환 오류 처리 (p. 79)
• 레코드 형식 변환 예 (p. 80)

레코드 형식 변환 요구 사항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는 레코드 데이터 형식을 변환하려면 다음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 입력 데이터의 JSON을 읽는 디시리얼라이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디시리얼라이저 유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Hive JSON SerDe또는OpenX JSON SerDe.

Note

여러 JSON 문서를 동일한 레코드로 결합할 때는 입력이 지원되는 JSON 형식으로 계속 표시되는
지 확인하십시오. JSON 문서 배열은 유효한 입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입력입니다.{"a":1}{"a":2}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입력입니다.[{"a":1}, {"a":2}]

• 해당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스키마— 사용AWS글루에서 스키마를 생성하려면AWS Glue 
Data Catalog.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해당 스키마를 참조하고 사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해석합
니다. Kinesis Data Firehose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스키마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채우기AWSGlue 데이터 카탈로그의AWS Glue개발자 안내서.

• 데이터를 대상 열 방식 저장 형식 (Parquet 또는 ORC) 으로 변환하기 위한 Serializer— Serializer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RC SerDe또는Parquet SerDe.

Important

레코드 형식 변환을 활성화할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을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Amazon Redshift 또는 Splunk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형식 변환을 활성화하면 Amazon S3 S3가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대상으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로 레코드를 전송하기 전에 레코드를 집계할 경우에도 데이터 형식을 변환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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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Deserializer 선택
입력 JSON에 다음과 같은 형식의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경우 OpenX JSON SerDe를 선택하십시오.

• yyyy-MM-dd'T'HH:mm:ss [.S] 'Z'에서 부분은 최대 9자리로 구성될 수 있음 — 
예:2017-02-07T15:13:01.39256Z.

• yyyy- [M] M- [d] d HH:mm:ss [.S] 에서 부분은 최대 9자리로 구성될 수 있음 — 예:2017-02-07 
15:13:01.14.

• epoch 초 예:1518033528.
• epoch 밀리초 예:1518033528123.
• 부동 소수점 epoch 초 예:1518033528.123.

OpenX JSON SerDe는 마침표(.)를 밑줄(_)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JSON 키를 deserializing하기 전에 
소문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통해 이 deserializer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OpenXJsonSerDe.

어떤 deserializer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OpenX JSON SerDe를 사용하십시오. 단, 이 deserializer가 
지원하지 않는 타임스탬프가 없어야 합니다.

위에 나열한 형식 외의 타임스탬프가 있는 경우 Apache Hive JSON SerDe를 사용하십시오. 이 deserializer
를 선택하면, 사용할 타임스탬프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Joda-Time DateTimeFormat 형식 문자열의 
패턴 구문에 따라 타임스탬프 형식을 지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ateTimeFormat 클래스를 참조하십시
오.

특수 값 millis를 사용하여 epoch 밀리초 단위의 타임스탬프를 구문분석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Kinesis Data Firehose는 기본적으로 java.sql.Timestamp::valueOf를 사용합니다.

Hive JSON SerDe는 다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열 이름의 마침표(.).
• uniontype 형식의 필드.
• 스키마에 숫자 형식이 있지만 문자열은 JSON인 필드. 예를 들어 스키마가 (an int)인 경우 JSON이
{"a":"123"}이면 Hive SerDe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Hive SerDe는 중첩된 JSON을 문자열로 변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nner":1}}가 있으면
{"inner":1}을 문자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Serializer 선택
어떤 serializer를 선택하느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달라집니다. 두 가지 serializer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ORC SerDe와 Parquet SerDe를 참조하십시오.

입력 레코드 형식 변환(콘솔)
Kinesis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콘솔에서 데이터 형식 변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
터 형식 변환을 활성화하면 Amazon S3 S3가 전송 스트림의 대상으로 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 변
환을 활성화하면 Amazon S3 압축은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나 Snappy 압축은 변환 프로세스의 일부로 자동
으로 이루어집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이 경우에 사용하는 Snappy의 프레이밍 포맷은 하둡
과 호환됩니다. 즉, Snappy 압축 결과를 사용하고 Athena에서이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둡이 사용하는 Snappy 프레이밍 포맷은 BlockCompressorStream.java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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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스트림의 데이터 형식 변환을 활성화하려면

1. 에 로그인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에서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을 엽니다.https:// 
console.aws.amazon.com/firehose/.

2. 업데이트할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선택하거나 의 단계에 따라 전송 스트림을 새로 생성
합니다.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p. 5).

3. Convert record format(레코드 형식 변환) 아래에서 Record format conversion(레코드 형식 변환)을
Enabled(사용)로 설정합니다.

4. 원하는 출력 형식을 선택합니다. 두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ache Parquet 및 Apache ORC를 참
조하십시오.

5. AWS Glue 테이블을 선택하여 원본 레코드의 스키마를 지정합니다. 리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테이
블 버전을 설정합니다.

입력 레코드 형식 변환(API)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입력 데이터 형식을 JSON 에서 Parquet 또는 ORC로 
변환하도록 하려면 선택 사항을 지정합니다.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에서 요
소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또는확장3목적지업데이트. DataFormatConversionConfiguration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제한이 적용됩니다.

• 레코드 형식 변환을 사용하는 경우, BufferingHints에서 SizeInMBs를 64보다 낮은 값으로 설정할 수 없습
니다. 형식 변환을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은 5입니다. 형식 변환을 활성화하면 값이 128이 됩니다.

•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CompressionFormat에서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또는확장3목
적지업데이트에UNCOMPRESSED. CompressionFormat의 기본값은 UNCOMPRESSED입니다. 따라서
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에서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두어도 됩니다. 지정하지 않아도 데이터
는 기본적으로 Snappy 압축을 사용하여 serialization 프로세스 중에 압축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이 경우에 사용하는 Snappy의 프레이밍 포맷은 하둡과 호환됩니다. 즉, Snappy 압축 결과를 
사용하고 Athena에서이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둡이 사용하는 Snappy 프레이밍 포
맷은 BlockCompressorStream.java를 참조하십시오. serializer를 구성할 때 다른 압축 유형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레코드 형식 변환 오류 처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레코드를 구문분석하거나 deserialize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데이
터가 스키마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 접두사를 붙여서 Amazon S3 씁니다. 이 쓰기가 실패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그 내용을 영원히 재시도하여 이후 전송이 차단됩니다 실패한 각 레코드에 대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다음 스키마를 가진 JSON 문서를 씁니다.

{ 
  "attemptsMade": long, 
  "arrivalTimestamp": long, 
  "lastErrorCode": string, 
  "lastErrorMessage": string, 
  "attemptEndingTimestamp": long, 
  "rawData": string, 
  "sequenceNumber": string, 
  "subSequenceNumber": long, 
  "dataCatalogTable": { 
    "catalogId": string, 
    "databaseName": string, 
    "tableName": string, 
    "region": string, 
    "versionId": string, 
    "catalog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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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레코드 형식 변환 예
에서 레코드 형식 변환을 설정하는 방법의 예:AWS CloudFormation참조AWS# KinesisFirehose# 
DeliveryS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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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resource-kinesisfirehose-deliverystream.html#aws-resource-kinesisfirehose-deliverystream--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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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생성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전송 스트림에서 읽는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
케이션 생성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kinesisanalytics에서 
Kinesis Data Analytics 콘솔을 엽니다.

2. 선택애플리케이션 생성
3.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선택 사항인 설명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애플리케이션 생성.
4. 선택스트리밍 데이터 Connect.
5. 소스에서 Kinesis Firehose delivery stream(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6. 레이블이 지정된 목록에서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Kinesis Data Analytics Analytics에서 처리하려

는 전송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또는 를 선택합니다.새로 생성를 사용하여 새 전송 스트림을 설정합니다.
7.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완료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SQL 애플리케이션용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시작하기.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전
송 스트림으로 쓰기

1.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려면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SQL 애플리케이션용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시작하기.

2. 에서 Kinesis Data Analytics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kinesisanalytics.
3.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전송 스트림에 쓰도록 구성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선택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5. 페이지 하단에서 을 선택합니다.대상에 Connect.
6. 선택Kinesis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기존 전송 스트림을 선택하거나 를 선택합니

다.새로 생성를 사용하여 새 전송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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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ata 
전송

데이터가 전송 스트림으로 전송된 후 사용자가 선택한 대상으로 자동 전송됩니다.

Important

Kinesis 프로듀서 라이브러리 (KPL) 를 사용하여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데이터를 쓰는 경우 집계
를 사용하여 해당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쓰는 레코드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데
이터 스트림을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레코드를 대상으로 전송하기 전에 레코드를 집계 해제합니다.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전송 스트림을 구성하면 Kinesis Data Firehose는 레코드를 전송하기 전에 레코드를 집계AWS 
Lambda 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Data Streams Data Streams 
Data Stream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의 Kinesis Data Streams Producter 개발 및 Amazon 
Kinesis Data Stream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

주제
• 데이터 전송 형식 (p. 82)
• 데이터 전송 빈도 (p. 83)
• 데이터 전송 실패 처리 (p. 84)
• Amazon S3 객체 이름 포맷 (p. 86)
•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의 인덱스 로테이션 (p. 86)
•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대한AWS 계정 간 및AWS 지역 간 전송 (p. 87)
• 중복된 레코드 (p. 87)

데이터 전송 형식
Amazon S3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로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전송 스트림의 버퍼링 구성을 기반으로 여러 개의 수신 레코드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Amazon S3 객체 형태로 Amazon S3 객체로 버퍼링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보내기 전에 
각 레코드 끝에 레코드 구분자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전송된 Amazon S3 객체를 개별 레코드
로 나눌 수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Redshift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먼저 들어오
는 데이터를 앞서 설명한 형식으로 S3 버킷으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RedshiftCOPY 명령을 실행하여 S3 버킷에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수신되는 여러 레코드를 Amazon S3 객체에 연결한 후 Amazon S3 객체를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복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COPY 명령 데이터 형식 파라
미터를 참조하십시오.

OpenSearch 서비스 및 OpenSearch 서버리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Kinesis Data Firehose는 전
송 스트림의 버퍼링 구성을 기반으로 수신 레코드를 버퍼링합니다. 그런 다음 OpenSearch 서비스 또
는 OpenSearch 서버리스 대량 요청을 생성하여 여러 레코드를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 또는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에 인덱싱합니다. 레코드가 Kinesis Data Firehose 전송하기 전에 UTF-8 인코
딩되고 한 줄의 JSON 객체로 병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레코드별로 설정된 명시적 인덱스로 대량 요
청을 받으려면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의rest.action.multi.allow_explicit_index 옵션을 

82

https://docs.aws.amazon.com/streams/latest/dev/developing-producers-with-kpl.html
https://docs.aws.amazon.com/streams/latest/dev/kinesis-kpl-concepts.html#kinesis-kpl-concepts-aggretation
https://docs.aws.amazon.com/streams/latest/dev/developing-producers-with-kpl.html
https://docs.aws.amazon.com/streams/latest/dev/kinesis-kpl-concepts.html#kinesis-kpl-concepts-aggretation
https://docs.aws.amazon.com/streams/latest/dev/kinesis-kpl-concepts.html#kinesis-kpl-concepts-aggretation
https://docs.aws.amazon.com/redshift/latest/dg/copy-parameters-data-format.html
https://docs.aws.amazon.com/redshift/latest/dg/copy-parameters-data-format.html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전송 빈도

true (기본값) 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OpenSearch 서비스 개발자 안내서의 OpenSearch 
서비스 구성 고급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Splunk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한 바이트를 연결합니다. 줄 바꿈 
문자와 같은 데이터의 구분 기호를 원하는 경우 이를 직접 삽입해야 합니다. Splunk가 모든 구분 기호를 구문 
분석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타사 서비스 공급자가 소유한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통합된 Amazon Lambda 서
비스를 사용하여 수신 레코드를 서비스 공급자의 통합에서 기대하는 형식과 일치하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함
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로 HTTP 엔드포인트를 선택한 타사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허용되는 
레코드 형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데이터 전송 빈도
각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에는 고유한 데이터 전송 빈도가 있습니다.

Amazon S3

Amazon S3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빈도는 전송 스트림에 구성한 Amazon S3 버퍼 크기 및 버퍼 간격 값
에 따라 결정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이유는 수신 데이
터를 버퍼링하는 것입니다. Amazon S3 버퍼 크기 (1—128MB) 또는 버퍼 간격 (60~900초) 에 대한 값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Amazon S3로 데이터 전송이 트리거됩니다. 대상으로의 데
이터 전송이 전송 스트림에 데이터를 쓰는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버
퍼 크기를 동적으로 늘립니다. 이를 통해 속도를 따라잡고 모든 데이터를 대상 주소에 전달할 수 있습니
다.

Amazon Redshift

Amazon S3에서 Amazon Redshift로의 데이터COPY 작업 빈도는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COPY
명령을 완료할 수 있는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사할 데이터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 Amazon Redshift 
Redshift에서 이전COPY 명령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즉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새COPY 명령을 실행합니다.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OpenSearch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빈도는 전송 스트림에 구성한 OpenSearch 서비스 버퍼 크
기 및 버퍼 간격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OpenSearch 작업을 버퍼링합니다. OpenSearch 서비스 버퍼 크기 (1—100MB) 또는 버퍼 간격 (60~900
초) 의 값을 구성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OpenSearch 서비스에 데이터 전송이 트리거됩니
다.

아마존 OpenSearch 서버리스

OpenSearch 서버리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빈도는 전송 스트림에 구성한 OpenSearch 서버리스 버퍼 
크기 및 버퍼 간격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하
는 방법을 OpenSearch 취합니다. OpenSearch서버리스 버퍼 크기 (1—100MB) 또는 버퍼 간격 (60~900
초) 값을 구성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OpenSearch 서버리스로 데이터 전송이 트리거됩니
다.

Splunk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버퍼 크기가 5MB이고 
버퍼 간격은 60초입니다. 먼저 만족되는 조건에 의해 Splunk로 데이터 전송이 트리거됩니다. 버퍼 크기
와 버퍼 간격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수치가 최적의 수치입니다.

HTTP 엔드포인트 대상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동안 수신 데이터를 버퍼링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대상에 권장되는 버퍼 크기는 서비스 공급자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Datadog의 권장 버퍼 

83

https://docs.aws.amazon.com/opensearch-service/latest/developerguide/es-createupdatedomains.html#es-createdomain-configure-advanced-options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전송 실패 처리

크기는 4이고 MiBs 뉴렐릭과 스모 로직의 권장 버퍼 크기는 1MiB입니다. 권장 버퍼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엔드포인트를 데이터 대상으로 선택한 타사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데이터 전송 실패 처리
각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에는 고유한 데이터 전송 장애 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Amazon S3

S3 버킷에 대한 데이터 전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킷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거나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맡는 IAM 역할이 버킷에 액세스할 수 없거나 네트워크
에 장애가 발생했거나 유사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이 성공할 때까지 최대 24시간 동안 계속 재시도합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의 
최대 데이터 스토리지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넘게 데이터 전송에 실패할 경우 데이터를 잃게 됩
니다.

Amazon Redshift

Amazon Redshift 대상의 경우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 재시도 기간 (0~7200초)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의 데이터 전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송 스
트림의 잘못된 클러스터 구성, 클러스터 유지 관리, 네트워크 장애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재시도하고 Amazon S3 객체의 특정 배치
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건너뛴 객체의 정보는 errors/ 폴더의 매니페스트 파일로 S3 버킷에 전송되며, 
이를 수동 채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니페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및 OpenSearch 서버리스

OpenSearch 서비스 및 OpenSearch 서버리스 대상의 경우 전송 스트림을 만들 때 재시도 기간 (0~7200
초)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 또는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으로의 데이터 전송은 여러 가지 이유
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송 스트림의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 또는 OpenSearch 서버
리스 컬렉션 구성이 잘못되었거나,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 또는 OpenSearch 서버리스 컬렉션이 
유지 관리 중이거나, 네트워크 장애 또는 유사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지정된 기간 동안 재시도한 다음 해당 인덱스 요청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건
너뛴 문서는 AmazonOpenSearchService_failed/ 폴더를 통해 S3 버킷에 전송되며, 이를 수동 채
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Search 서비스의 경우 각 문서의 JSON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attemptsMade": "(number of index requests attempted)", 
    "arrivalTimestamp": "(the time when the document was received by Firehose)", 
    "errorCode": "(http error code returned by OpenSearch Service)", 
    "errorMessage": "(error message returned by OpenSearch Service)", 
    "attemptEndingTimestamp": "(the time when Firehose stopped attempting index 
 request)", 
    "esDocumentId": "(intended OpenSearch Service document ID)", 
    "esIndexName": "(intended OpenSearch Service index name)", 
    "esTypeName": "(intended OpenSearch Service type name)", 
    "rawData": "(base64-encoded document data)"
}

OpenSearch 서버리스의 경우 각 문서의 JSON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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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mptsMade": "(number of index requests attempted)", 
    "arrivalTimestamp": "(the time when the document was received by Firehose)", 
    "errorCode": "(http error code returned by OpenSearch Serverless)", 
    "errorMessage": "(error message returned by OpenSearch Serverless)", 
    "attemptEndingTimestamp": "(the time when Firehose stopped attempting index 
 request)", 
    "osDocumentId": "(intended OpenSearch Serverless document ID)", 
    "osIndexName": "(intended OpenSearch Serverless index name)", 
    "rawData": "(base64-encoded document data)"
} 
                     

Splunk

Kinesis Data Firehose Splunk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Splunk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오류가 발생하거나 
승인 제한 시간 내에 승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는 재시도 기간 카운터를 시작합
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이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
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여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초기 시도든 재시도든 관계없이 Splunk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승
인 제한 시간 카운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Splunk로부터 수신 확인을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
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는 승인을 받거나 승인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대기합
니다. 승인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
인합니다. 시간이 남은 경우 다시 시도하여 확인을 수신하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할 때까
지 논리를 반복합니다.

확인 수신에 실패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 전송 오류는 아닙니다. 데이터 전송 오류의 다
른 유형에 대한 내용은 Splunk 데이터 전송 오류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데이터 전송 오류는 재시도 지속
시간이 0보다 클 경우 재시도 로직을 트리거합니다.

다음은 오류 레코드의 예입니다.

{ 
  "attemptsMade": 0, 
  "arrivalTimestamp": 1506035354675, 
  "errorCode": "Splunk.AckTimeout", 
  "errorMessage": "Did not receive an acknowledgement from HEC before the HEC 
 acknowledgement timeout expired. Despite the acknowledgement timeout, it's possible 
 the data was indexed successfully in Splunk. Kinesis Firehose backs up in Amazon S3 
 data for which the acknowledgement timeout expired.", 
  "attemptEndingTimestamp": 13626284715507, 
  "rawData": 
 "MiAyNTE2MjAyNzIyMDkgZW5pLTA1ZjMyMmQ1IDIxOC45Mi4xODguMjE0IDE3Mi4xNi4xLjE2NyAyNTIzMyAxNDMzIDYgMSA0MCAxNTA2MDM0NzM0IDE1MDYwMzQ3OTQgUkVKRUNUIE9LCg==", 
  "EventId": "49577193928114147339600778471082492393164139877200035842.0"
}

HTTP 엔드포인트 대상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대상의 응답을 기
다립니다. 오류가 발생하거나 응답 제한 기간 내에 응답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재시도 기간 카운터를 시작합니다. 재시도 지속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이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이를 데이터 전송 실패로 간주하여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
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최초 시도든 재시도든 관계없이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 데이터
를 전송할 때마다 응답 제한 카운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서 응답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재시도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응답을 수신
하거나 응답 제한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대기합니다. 응답 시간이 초과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재시도 카운터에 남은 시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남은 시간이 있으면 다시 시도하고 응답을 
받거나 재시도 시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로직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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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수신 실패만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오류 유형은 아닙니다. 다른 유형의 데이터 전송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엔드포인트 데이터 전송 오류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오류 레코드의 예입니다.

{ 
 "attemptsMade":5, 
 "arrivalTimestamp":1594265943615, 
 "errorCode":"HttpEndpoint.DestinationException", 
 "errorMessage":"Received the following response from the endpoint destination. 
 {"requestId": "109777ac-8f9b-4082-8e8d-b4f12b5fc17b", "timestamp": 1594266081268, 
 "errorMessage": "Unauthorized"}",  
 "attemptEndingTimestamp":1594266081318, 
 "rawData":"c2FtcGxlIHJhdyBkYXRh", 
 "subsequenceNumber":0, 
 "dataId":"49607357361271740811418664280693044274821622880012337186.0"
} 
                     

Amazon S3 객체 이름 포맷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S3에 객체를 쓰기YYYY/MM/dd/HH 전에 형식에 UTC 시간 접두사를 추가합
니다. 이 접두사는 버킷에 논리적 계층 구조를 생성하는데, 계층 구조 내에서 슬래시(/) 하나당 한 계층을 생
성합니다. 사용자 지정 접두사를 지정하여 이 구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접두사를 지정하는 방
법은 사용자 지정 Amazon S3 접두사 (p. 11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S3 객체 이름은 패턴을1 따르며DeliveryStreamName-DeliveryStreamVersion-YYYY-
MM-dd-HH-MM-SS-RandomString, 여기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구성 변경 시마다 1
로DeliveryStreamVersion 시작하고 1씩 증가합니다. 전송 스트림 구성(예: S3 버킷 이름, 버퍼링 힌트, 
압축, 암호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콘솔 또는 UpdateDestinationAPI 작업을 사용하
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의 인덱스 로테이션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의 경우,,NoRotationOneHourOneDayOneWeek, 또는 다섯 가지 옵션 중 하나에서 
시간 기반 인덱스 순환 옵션을 지정할 수OneMonth 있습니다.

선택한 로테이션 옵션에 따라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UTC 도착 타임스탬프의 일부를 지정
된 인덱스 이름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추가된 타임스탬프를 회전시킵니다. 다음 예에서는 각 인덱스 회전 
옵션에 대해 OpenSearch Service에서 생성되는 인덱스 이름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지정된 인덱스 이름
은myindex 이고 도착 타임스탬프는 입니다2016-02-25T13:00:00Z.

RotationPeriod IndexName

NoRotation myindex

OneHour myindex-2016-02-25-13

OneDay myindex-2016-02-25

OneWeek myindex-2016-w08

OneMonth myindex-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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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계정 간 및AWS 지역 간 전송

Note

OneWeek옵션을 사용하면 Data Firehose는 <YEAR>-w 형식 <WEEK NUMBER>(예:2020-w33) 을 
사용하여 색인을 자동 생성합니다. 여기서 주 번호는 UTC 시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미국 규칙
에 따라 계산됩니다.

• 한 주는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 연도의 첫 주는 올해 토요일이 포함된 첫 번째 주입니다.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대한AWS 계정 간 및AWS 
지역 간 전송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AWS 계정 전반에서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
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과 대상으로 선택한 HTTP 엔드포인트는 서로 다른AWS 계정에 있
을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또한 여러AWS 지역의 HTTP 엔드포인트 대상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
합니다. 한AWS 지역의 전송 스트림에서 다른AWS 지역의 HTTP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
다. 또한 HTTP 엔드포인트 URL을 원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여 전송 스트림에서AWS 지역 외부의 HTTP 엔드
포인트 대상 (예: 자체 온프레미스 서버) 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경우 추가 데
이터 전송 요금이 배송 비용에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디맨드 요금' 페이지에서 데이터 전송 섹션을 참
조하세요.

중복된 레코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호스는 데이터 전달에 at-least-once 시맨틱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전송 시간이 초
과된 경우와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전송을 재시도하면 원래 데이터 전송 요청이 
결국 처리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지원하는 모든 대상 유
형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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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다음 기능을 사용하여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아마존 CloudWatch 지표 (p. 88)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전송 스트림에 대한 세부 모
니터링과 함께 아마존에 CloudWatch 사용자 지정 지표를 전송합니다.

• Amazon CloudWatch Logs (p. 102)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각 전송 스트림에 대한 세부 모
니터링과 함께 CloudWatch 사용자 지정 로그를 전송합니다.

• Kinesis Agent (p. 110) — Kinesis Agent는 에이전트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
용자 지정 CloudWatch 지표를 게시합니다.

• API 로깅 및 기록 (p. 110) — Kinesis Data Firehose는 API 호출을 기록하고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
를 저장하고 API 호출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AWS CloudTrail.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Kinesis Data Firehose는 Amazon CloudWatch 메트릭과 통합되므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
트림에 대한 CloudWatch 메트릭을 수집,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IncomingBytes
및IncomingRecords 메트릭을 모니터링하여 데이터 생산자가 Kinesis Data Firehose로 수집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및 에이전트에 대해 구성한 지표는 CloudWatch 5분마다 자동으로 수집
되어 푸시됩니다. 측정치는 2주 간 보관되고 그 후에는 삭제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대해 수집된 지표는 무료입니다. Kinesis 에이전트 메트릭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Kinesis 에이전트 Health 모니터링 (p. 110).

주제
• 동적 파티셔닝 CloudWatch 지표 (p. 88)
• 데이터 전달 CloudWatch 지표 (p. 89)
• 데이터 수집 측정치 (p. 95)
• API 수준 CloudWatch 지표 (p. 98)
• 데이터 변환 CloudWatch 지표 (p. 99)
• 포맷 전환 CloudWatch 지표 (p. 100)
• 서버 측 암호화 (SSE) CloudWatch 지표 (p. 100)
• Kinesis Data Firehose (p. 101)
• Kinesis Data Firehose 사용 지표 (p. 101)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액세스 CloudWatch  (p. 101)
• CloudWatch 경보 모범 사례 (p. 102)
•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102)
• Kinesis 에이전트 Health 모니터링 (p. 110)
• 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API 호출 로깅하기AWS CloudTrail (p. 110)

동적 파티셔닝 CloudWatch 지표
동적 파티셔닝이 활성화된 경우 AWS/Firehose 네임스페이스에는 다음 지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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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PartitionCount 처리 중인 파티션 수, 즉 활성 파티션 수입니다. 이 숫자는 1부
터 파티션 수 제한인 500 (기본값) 까지 다양합니다.

단위: 개수

PartitionCountExceeded 이 지표는 파티션 수 제한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제
한 위반 여부에 따라 1 또는 0을 방출합니다.

JQProcessing.Duration JQ Lambda 함수에서 JQ 표현식을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반환합니다.

단위: 밀리초

PerPartitionThroughput 파티션당 처리 중인 처리량을 나타냅니다. 이 메트릭을 통해 파
티션당 처리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단위: StandardUnit. BytesSecond

DeliveryToS3.ObjectCount S3 버킷으로 전송되는 객체 수를 나타냅니다.

단위: 개수

데이터 전달 CloudWatch 지표
AWS/Firehose 네임스페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수준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ackupToS3.Success,DeliveryToS3.SuccessDeliveryToSplunk.Success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SuccessDeliveryToRedshift.Success, 
또는 의 평균값이 약간 떨어진다고 해서 데이터가 손실된 것은 아닙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 오류를 재시도하고 레코드가 구성된 대상 또는 백업 S3 버킷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될 때까지 전송되지 
않습니다.

배송 및 OpenSearch 서비스

지표 설명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Bytes지정된 기간 동안 OpenSearch 서비스에 인덱싱된 바이트 수입
니다.

단위: 바이트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DataFreshness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기
간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도입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모든 레코드가 OpenSearch 서
비스에 전달되었습니다.

단위: 초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Records지정된 기간 동안 OpenSearch 서비스에 인덱싱된 레코드 수입
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Success시도한 레코드 합산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인덱싱된 레코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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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Delivery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모든 문서에 대한 백업을 활
성화한 경우에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기
간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도입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경과 시간보다 오래된 레코드는 모두 S3 버킷으
로 전송되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모든 문
서에 대한 백업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초

Delivery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모든 문서에 대한 백업을 활
성화한 경우에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S3.Success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가 모든 Amazon S3 풋 명령
의 합계를 대체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백업
이 실패한 문서에만 활성화되었는지 아니면 모든 문서에 대해 
활성화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이 메트릭을 생성합니다.

OpenSearch서버리스로 전송

지표 설명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erless.Bytes지정된 기간 동안 OpenSearch 서버리스로 인덱싱된 바이트 수
입니다.

단위: 바이트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erless.DataFreshness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기
간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도입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모든 레코드가 OpenSearch 서
버리스로 전송되었습니다.

단위: 초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erless.Records지정된 기간 동안 OpenSearch 서버리스로 인덱싱된 레코드 수
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erless.Success시도한 레코드 합산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인덱싱된 레코드 
합산

Delivery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모든 문서에 대한 백업을 활
성화한 경우에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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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Delivery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기
간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도입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경과 시간보다 오래된 레코드는 모두 S3 버킷으
로 전송되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모든 문
서에 대한 백업을 활성화한 경우에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초

Delivery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모든 문서에 대한 백업을 활
성화한 경우에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S3.Success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가 모든 Amazon S3 풋 명령
의 합계를 대체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백업
이 실패한 문서에만 활성화되었는지 아니면 모든 문서에 대해 
활성화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항상 이 메트릭을 생성합니다.

Amazon Redshift 레드시프트로 배송

지표 설명

DeliveryToRedshift.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Redshift Redshift에 복사된 바이트 
수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Redshift.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Redshift Redshift에 복사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Redshift.Success 모든 Amazon Redshift COPY 명령의 합계 대비 성공한 
Amazon Redshift COPY 명령의 합계입니다.

Delivery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단위: 바이트

Delivery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기
간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도입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경과 시간보다 오래된 레코드는 모두 S3 버킷으
로 전송되었습니다.

단위: 초

Delivery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S3.Success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가 모든 Amazon S3 풋 명령
의 합계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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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Backup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로의 백업이 활
성화될 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개수

Backup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사
용 기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후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모든 레코드는 백업을 위해 
Amazon S3 버킷에 전달되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로의 백업이 활성화될 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초

Backup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로의 백업이 활
성화될 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개수

BackupToS3.Success 백업에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 대비 모든 Amazon 
S3 백업 풋 명령의 합계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로의 백업이 활성화될 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Amazon S3 S3로 배송
다음 표의 지표는 전송 스트림의 주 목적지인 Amazon S3로의 전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표 설명

Delivery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단위: 바이트

Delivery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기
간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도입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경과 시간보다 오래된 레코드는 모두 S3 버킷으
로 전송되었습니다.

단위: 초

Delivery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S3.Success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가 모든 Amazon S3 풋 명령
의 합계를 대체합니다.

Backup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백업이 활성화될 때 이 메트
릭을 내보냅니다 (데이터 변환도 활성화된 경우에만 가능).

단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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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Backup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사
용 기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후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모든 레코드는 백업을 위해 
Amazon S3 버킷에 전달되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백업이 활성화될 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데이
터 변환도 활성화된 경우에만 가능).

단위: 초

Backup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백업이 활성화될 때 이 메트
릭을 내보냅니다 (데이터 변환도 활성화된 경우에만 가능).

단위: 개수

BackupToS3.Success 백업에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 대비 모든 Amazon 
S3 백업 풋 명령의 합계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백업이 활성화될 때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데이
터 변환도 활성화된 경우에만 가능).

Splunk에 전송

지표 설명

DeliveryToSplunk.Bytes 지정한 시간 동안 Splunk로 전송된 바이트 수.

단위: 바이트

DeliveryToSplunk.DataAckLatency Kinesis Data Firehose 전송한 후 Splunk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이 측정치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절대 근사치보다 더 유용합니다. 증가 추세는 Splunk 인
덱서로부터 더 느린 인덱싱 및 승인 비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
다.

단위: 초

DeliveryToSplunk.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사
용 기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후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경과 시간보다 오래된 레코드는 모두 Splunk로 
전송되었습니다.

단위: 초

DeliveryToSplunk.Records 지정한 시간 동안 Splunk로 전송된 레코드 수.

단위: 개수

DeliveryToSplunk.Success 시도한 레코드 합산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인덱싱된 레코드 
합산

DeliveryToS3.Success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가 모든 Amazon S3 풋 명령
의 합계를 대체합니다. 이 지표는 Amazon S3로의 백업이 활성
화될 때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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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Backup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 스트림이 모든 문서를 
백업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개수

Backup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사
용 기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후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모든 레코드는 백업을 위해 
Amazon S3 버킷에 전달되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 스트림이 모든 문서를 백업하도록 구성된 경
우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초

Backup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 스트림이 모든 문서를 
백업하도록 구성된 경우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개수

BackupToS3.Success 백업에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 대비 모든 Amazon 
S3 백업 풋 명령의 합계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 스트림이 모든 문서를 백업하도록 구성된 경
우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HTTP 엔드포인트로 전송

지표 설명

DeliveryToHttpEndpoint.Bytes HTTP 엔드포인트에 성공적으로 전송된 바이트 수입니다.

단위: 바이트

DeliveryToHttpEndpoint.Records HTTP 엔드포인트에 성공적으로 전송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HttpEndpoint.DataFreshness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의 시
대입니다.

단위: 초

DeliveryToHttpEndpoint.Success HTTP 엔드포인트에 대한 모든 성공적인 데이터 전송 요청의 
합계

단위: 개수

DeliveryToHttpEndpoint.ProcessedBytes재시도를 포함하여 시도한 처리 바이트 수입니다.

DeliveryToHttpEndpoint.ProcessedRecords재시도를 포함한 시도 레코드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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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 측정치
Kinesis Data Streams 단원을 통한 Data Streams

지표 설명

DataReadFromKinesisStream.Bytes 데이터 소스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이 메트릭은 해당 
데이터 스트림에서 읽은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 이 수는 장애 
조치로 인한 다시 읽기를 포함합니다.

단위: 바이트

DataReadFromKinesisStream.Records데이터 소스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이 메트릭은 해당 
데이터 스트림에서 읽은 레코드 수를 나타냅니다. 이 수는 장애 
조치로 인한 다시 읽기를 포함합니다.

단위: 개수

ThrottledDescribeStream 데이터 원본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일 때 DescribeStream
작업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총 횟수

단위: 개수

ThrottledGetRecords 데이터 원본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일 때 GetRecords 작업
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총 횟수

단위: 개수

ThrottledGetShardIterator 데이터 원본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일 때
GetShardIterator 작업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총 횟수

단위: 개수

Direct PUT을 통한 데이터 수집

지표 설명

Backup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또는 Amazon 
Redshift 대상에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이 메트릭을 내
보냅니다.

단위: 바이트

Backup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사
용 기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후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모든 레코드는 백업을 위해 
Amazon S3 버킷에 전달되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또는 Amazon Redshift 대상에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단위: 초

Backup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또는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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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Redshift 대상에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이 메트릭을 내
보냅니다.

단위: 개수

BackupToS3.Success 백업에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 대비 모든 Amazon 
S3 백업 풋 명령의 합계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3 또는 Amazon Redshift 대상에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이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BytesPerSecondLimit 조절 전에 전송 스트림이 수집할 수 있는 현재 초당 최대 바이
트 수입니다. 이 한도까지 늘리도록 요청하려면 AWSSupport 
센터로 이동하여 사례 생성을 선택한 다음 서비스 한도 증가를
선택합니다.

DataReadFromKinesisStream.Bytes 데이터 소스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이 메트릭은 해당 
데이터 스트림에서 읽은 바이트 수를 나타냅니다. 이 수는 장애 
조치로 인한 다시 읽기를 포함합니다.

단위: 바이트

DataReadFromKinesisStream.Records데이터 소스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이 메트릭은 해당 
데이터 스트림에서 읽은 레코드 수를 나타냅니다. 이 수는 장애 
조치로 인한 다시 읽기를 포함합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Bytes지정된 기간 동안 OpenSearch 서비스에 인덱싱된 바이트 수입
니다.

단위: 바이트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DataFreshness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기
간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도입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기간보다 오래된 모든 레코드가 OpenSearch 서
비스에 전달되었습니다.

단위: 초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Records지정된 기간 동안 OpenSearch 서비스에 인덱싱된 레코드 수입
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Success시도한 레코드 합산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인덱싱된 레코드 
합산

DeliveryToRedshift.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Redshift Redshift에 복사된 바이트 
수입니다.

단위: 바이트

DeliveryToRedshift.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Redshift Redshift에 복사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Redshift.Success 모든 Amazon Redshift COPY 명령의 합계 대비 성공한 
Amazon Redshift COPY 명령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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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DeliveryToS3.Byte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바이트 수입니다.

단위: 바이트

DeliveryToS3.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기
간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도입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경과 시간보다 오래된 레코드는 모두 S3 버킷으
로 전송되었습니다.

단위: 초

DeliveryToS3.Records 지정된 기간 동안 Amazon S3에 전달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DeliveryToS3.Success 성공한 Amazon S3 풋 명령의 합계가 모든 Amazon S3 풋 명령
의 합계를 대체합니다.

DeliveryToSplunk.Bytes 지정한 시간 동안 Splunk로 전송된 바이트 수.

단위: 바이트

DeliveryToSplunk.DataAckLatency Kinesis Data Firehose 전송한 후 Splunk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이 측정치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절대 근사치보다 더 유용합니다. 증가 추세는 Splunk 인
덱서로부터 더 느린 인덱싱 및 승인 비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
다.

단위: 초

DeliveryToSplunk.DataFreshnes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가장 오래된 레코드의 사
용 기간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후부터 현재까
지) 입니다. 이 경과 시간보다 오래된 레코드는 모두 Splunk로 
전송되었습니다.

단위: 초

DeliveryToSplunk.Records 지정한 시간 동안 Splunk로 전송된 레코드 수.

단위: 개수

DeliveryToSplunk.Success 시도한 레코드 합산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인덱싱된 레코드 
합산

IncomingBytes 조절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전송 스트림에 성공적으로 수집된 바
이트 수입니다.

단위: 바이트

IncomingPutRequests 지정된 기간 동안의 성공 PutRecord 및 PutRecordBatch 요청 
수입니다.

단위: 개수

IncomingRecords 조절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전송 스트림에 성공적으로 수집된 레
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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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KinesisMillisBehindLatest 데이터 소스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이 지표는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의 최신 레코드 뒤에 마지막으로 읽은 레
코드가 있는 시간 (밀리초) 을 나타냅니다.

단위: 밀리초

RecordsPerSecondLimit 조절 전에 전송 스트림이 수집할 수 있는 현재 초당 최대 레코
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ThrottledRecords 데이터 수집이 전송 스트림 제한 중 하나를 초과했기 때문에 조
절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API 수준 CloudWatch 지표
AWS/Firehose 네임스페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API 수준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표 설명

DescribeDeliveryStream.Latency DescribeDeliveryStream 작업 1건당 지정한 시간 동안 측
정된 소요 시간

단위: 밀리초

DescribeDeliveryStream.Requests DescribeDeliveryStream 요청 총 수

단위: 개수

ListDeliveryStreams.Latency ListDeliveryStream 작업 1건당 지정한 시간 동안 측정된 
소요 시간

단위: 밀리초

ListDeliveryStreams.Requests ListFirehose 요청 총 수

단위: 개수

PutRecord.Bytes 지정된 기간PutRecord 동안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
림에 입력된 바이트 수입니다.

단위: 바이트

PutRecord.Latency PutRecord 작업 1건당 지정한 시간 동안 측정된 소요 시간

단위: 밀리초

PutRecord.Requests PutRecord 요청 총 수로서 PutRecord 작업의 총 레코드 수
와 동일함

단위: 개수

PutRecordBatch.Bytes 지정된 기간PutRecordBatch 동안 Kinesis Data Firehose 전
송 스트림에 입력된 바이트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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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단위: 바이트

PutRecordBatch.Latency PutRecordBatch 작업 1건당 지정한 시간 동안 측정된 소요 
시간

단위: 밀리초

PutRecordBatch.Records PutRecordBatch 작업의 총 레코드 수

단위: 개수

PutRecordBatch.Requests PutRecordBatch 요청 총 수

단위: 개수

PutRequestsPerSecondLimit 조절 전에 전송 스트림이 처리할 수 있는 초당 최대 PUT 요청 
수입니다. 이 번호에는 PutRecord 및 PutRecordBatch 요청이 
포함됩니다.

단위: 개수

ThrottledDescribeStream 데이터 원본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일 때 DescribeStream
작업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총 횟수

단위: 개수

ThrottledGetRecords 데이터 원본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일 때 GetRecords 작업
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총 횟수

단위: 개수

ThrottledGetShardIterator 데이터 원본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일 때
GetShardIterator 작업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총 횟수

단위: 개수

UpdateDeliveryStream.Latency UpdateDeliveryStream 작업 1건당 지정한 시간 동안 측정
된 소요 시간

단위: 밀리초

UpdateDeliveryStream.Requests UpdateDeliveryStream 요청 총 수

단위: 개수

데이터 변환 CloudWatch 지표
Lambda를 사용한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AWS/Firehose 네임스페이스에는 다음 지표가 포함됩니다.

지표 설명

ExecuteProcessing.DurationKinesis Data Firehose 각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단위: 밀리초

ExecuteProcessing.Success총 Lambda 함수 호출 합계에 대한 성공한 Lambda 함수 호출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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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SucceedProcessing.Records지정한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처리된 레코드 수

단위: 개수

SucceedProcessing.Bytes지정한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처리된 바이트 수

단위: 바이트

포맷 전환 CloudWatch 지표
형식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AWS/Firehose 네임스페이스에 다음 지표가 포함됩니다.

지표 설명

SucceedConversion.Records성공적으로 변환된 레코드 수.

단위: 개수

SucceedConversion.Bytes성공적으로 변환된 레코드의 크기.

단위: 바이트

FailedConversion.Records변환하지 못한 레코드 수.

단위: 개수

FailedConversion.Bytes변환하지 못한 레코드의 크기.

단위: 바이트

서버 측 암호화 (SSE) CloudWatch 지표
AWS/Firehose 네임스페이스에는 SSE와 관련된 다음 지표가 포함됩니다.

지표 설명

KMSKeyAccessDenied 전송 스트림에 대해 서비스에서
KMSAccessDeniedException이 발생한 횟수입니다.

단위: 개수

KMSKeyDisabled 전송 스트림에 대해 서비스에서 KMSDisabledException이 
발생한 횟수입니다.

단위: 개수

KMSKeyInvalidState 전송 스트림에 대해 서비스에서
KMSInvalidStateException이 발생한 횟수입니다.

단위: 개수

KMSKeyNotFound 전송 스트림에 대해 서비스에서 KMSNotFoundException이 
발생한 횟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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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단위: 개수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별로 측정치를 필터링하려면 DeliveryStreamName 차원을 사용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사용 지표
CloudWatch 사용량 지표를 사용하여 계정의 리소스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사용하여 
CloudWatch 그래프 및 대시보드에서 현재 서비스 사용량을 시각화합니다.

서비스 할당량 사용량 지표는AWS /Usage 네임스페이스에 있으며 1분마다 수집됩니다.

현재 CloudWatch 게시하는 이 네임스페이스의 유일한 지표 이름은 입니다ResourceCount. 이 지표는
Service, Class, Type 및 Resource 차원으로 게시됩니다.

지표 설명

ResourceCount 계정에서 실행 중인 지정된 리소스의 수입니다. 리소스는 지표
와 연결된 차원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 지표에 대한 가장 유용한 통계는 1분 동안 사용되는 최대 리
소스 수를 나타내는 MAXIMUM입니다.

다음 차원은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의해 게시되는 사용량 지표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차원 설명

Service 리소스가 포함된 AWS 서비스의 이름 Kinesis Data Firehose 
사용량 지표의 경우 이 차원 값은 입니다Firehose.

Class 추적 중인 리소스의 클래스. Kinesis Data Firehose API 사용량 
지표는 이 차원을 의 값과 함께 사용합니다None.

Type 추적 중인 리소스의 유형. 현재 서비스 차원이 Firehose인 경
우 Type에 대한 유일한 유효한 값은 Resource입니다.

Resource AWS 리소스의 이름입니다. 현재 서비스 차원이
Firehose인 경우 Resource에 대한 유일한 유효한 값은
DeliveryStreams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액세스 
CloudWatch
CloudWatch 콘솔, 명령줄 또는 CloudWatch API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메트릭을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치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하여 지표에 액세스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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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모음에서 리전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지표(Metrics)]를 선택합니다.
4. [Firehose]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5. [Delivery Stream Metrics] 또는 [Firehose Metrics]를 선택합니다.
6. 지표를 선택하여 그래프에 추가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측정치에 액세스하려면

목록 메트릭과 get-metric-statistics명령을 사용하십시오.

aws cloudwatch list-metrics --namespace "AWS/Firehose"

aws cloudwatch get-metric-statistics --namespace "AWS/Firehose" \
--metric-name DescribeDeliveryStream.Latency --statistics Average --period 3600 \
--start-time 2017-06-01T00:00:00Z --end-time 2017-06-30T00:00:00Z

CloudWatch 경보 모범 사례
다음 지표가 버퍼링 한도 (최대 15분) 를 초과할 때 CloudWatch 경보를 추가합니다.

• DeliveryToS3.DataFreshness

• DeliveryToSplunk.DataFreshness

• 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DataFreshness

또한 다음 지표 수식 표현식을 기반으로 경보를 생성합니다.

• IncomingBytes (Sum per 5 Minutes) / 300은 BytesPerSecondLimit의 백분율에 가까워집
니다.

• IncomingRecords (Sum per 5 Minutes) / 300은 RecordsPerSecondLimit의 백분율에 가까
워집니다.

• IncomingPutRequests (Sum per 5 Minutes) / 300은 PutRequestsPerSecondLimit의 백분
율에 가까워집니다.

경보를 권장하는 또 다른 지표는 ThrottledRecords입니다.

경보가 ALARM 상태가 될 경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제 해결 (p. 131)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
니터링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CloudWatch Logs와 통합되므로 데이터 변환 또는 데이터 전송
을 위한 Lambda 호출이 실패할 때 특정 오류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오류 로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에서 Kinesis Data Firehose 오류 로깅을 활성화하면 전송 스트림에 대한 
로그 그룹과 해당 로그 스트림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생성됩니다. 로그 그룹 이름의 형식은 이며/aws/
kinesisfirehose/delivery-stream-name, 여기서delivery-stream-name 는 해당 전송 스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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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입니다. DestinationDelivery생성되어 기본 목적지로의 전송과 관련된 오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
는 로그 스트림입니다. 라는 또 다른 로그BackupDelivery 스트림은 대상에 S3 백업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생성됩니다. BackupDelivery로그 스트림은 S3 백업으로의 전송과 관련된 오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
다.

예를 들어 Amazon Redshift Redshift를 대상으로 하는 전송 스트림MyStream "“을 생성하고 Kinesis Data 
Firehose 오류 로깅을 활성화하면 이름이 지정된 로그aws/kinesisfirehose/MyStream 그룹과 이름
이 및 인 두 개의 로그 스트림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생성됩니다 BackupDelivery.DestinationDelivery
이DestinationDelivery 예에서는 Amazon Redshift 대상 및 중간 S3 대상으로의 전송과 관련된 오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BackupDeliveryS3 백업이 활성화된 경우 S3 백업 버킷으로의 전송과 관련된 오
류를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API를 통해 또는CloudWatchLoggingOptions 구성을AWS CloudFormation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오류 로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AWS CLI 이렇게 하려면 로그 그룹과 로그 스트림을 미리 생성
합니다. 해당 로그 그룹과 로그 스트림을 Kinesis Data Firehose 오류 로깅용으로만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
다. 또한 연결된 IAM 정책에"logs:putLogEvents"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통한 액세스 제어  (p. 44)을 참조하세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모든 전송 오류 로그가 CloudWatch 로그로 전송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전송 실패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전송 오류 로그를 
샘플링한 후 CloudWatch 로그로 전송합니다.

Logs로 CloudWatch 전송된 오류 로그에는 소액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목차
• 데이터 전송 오류 (p. 103)
• Lambda 호출 오류 (p. 107)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CloudWatch 로그 액세스 (p. 109)

데이터 전송 오류
다음은 각 Kinesis Data Firehose 대상에 대한 데이터 전송 오류 코드 및 메시지 목록입니다. 각 오류 메시지
는 문제를 해결하기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도 설명합니다.

오류
• Amazon S3 데이터 전송 오류 (p. 103)
• Amazon Redshift Data 전송 오류 (p. 104)
• Splunk 데이터 전송 오류 (p. 105)
• HTTPS 엔드포인트 데이터 전송 오류 (p. 106)
•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데이터 전송 오류 (p. 107)

Amazon S3 데이터 전송 오류

Kinesis Data Firehose 다음과 같은 Amazon S3 관련 오류를 CloudWatch 로그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S3.KMS.NotFoundException"입력하신 AWS KMS 키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키가 정확한 역할
의 유효한 AWS KMS 키라고 판단한 경우, AWS KMS 키가 연결된 계정에 문제
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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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S3.KMS.RequestLimitExceeded"S3 객체 암호화를 시도하는 동안 초당 KMS 요청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초당 
제한을 늘리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제한을 참조하
세요.

S3.AccessDenied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제공된 IAM 역할에 대한 신뢰 정책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액세스 정책이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3.AccountProblem “AWS계정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없습니다. AWS지원팀
에 문의하세요.”

S3.AllAccessDisabled"입력하신 계정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AWS지원팀에 문의하세요.”

S3.InvalidPayer "입력하신 계정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AWS지원팀에 문의하세요.”

S3.NotSignedUp “이 계정이 Amazon S3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계정에 가입하거나 다른 계정
을 사용하십시오."

S3.NoSuchBucket "지정된 버킷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버킷을 새로 만들거나, 다른 기존 버킷을 사
용하십시오."

S3.MethodNotAllowed "지정된 방법이 이 리소스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Amazon S3 작업 권한
을 허용하도록 버킷 정책을 수정하십시오.”

InternalError "데이터 전송을 시도하는 동안 내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배송이 재시도됩니
다. 오류가 계속되면 해결을AWS 위해 해당 문제가 보고될 것입니다.”

Amazon Redshift Data 전송 오류

Kinesis Data Firehose 다음과 같은 Amazon Redshift 관련 오류를 CloudWatch 로그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Redshift.TableNotFound"데이터를 로드할 테이블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테이블이 있어야 합니다."

S3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야 하는 Amazon Redshift Redshift의 대상 테이블을 찾
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Redshift 테
이블이 없는 경우 해당 테이블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Redshift.SyntaxError"COPY 명령에 구문 오류가 있습니다. 명령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Redshift.AuthenticationFailed"입력하신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인증에 실패했습니다. 유효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Redshift.AccessDenied"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제공된 IAM 역할에 대한 신뢰 정책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역할을 위임하도록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Redshift.S3BucketAccessDenied"COPY 명령으로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IAM 역할에 대한 액
세스 정책이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Redshift.DataLoadFailed"테이블로 데이터를 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TL_LOAD_ERRORS 시스템 테이블을 확인하십시오."

Redshift.ColumnNotFound"COPY 명령의 열이 테이블에 없습니다. 유효한 열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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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Redshift.DatabaseNotFound“Amazon Redshift 대상 구성 또는 JDBC URL에 지정된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유효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Redshift.IncorrectCopyOptions"충돌하거나 중복되는 COPY 옵션을 입력했습니다. 일부 옵션은 특정 조합에서 
호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PY 명령 레퍼런스를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Redshift COPY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Redshift.MissingColumn"테이블 스키마에 DEFAULT 값 없이 NOT NULL로 정의되어 있고 열 목록에 포
함되지 않은 열이 있습니다. 이 열을 제외하거나 로드된 데이터가 항상 이 열의 
값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거나 이 테이블의 Amazon Redshift 스키마에 기본값을 
추가하십시오.”

Redshift.ConnectionFailed“지정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설정에서 
Kinesis Data Firehose 연결이 허용되는지, Amazon Redshift 대상 구성 또는 
JDBC URL에 지정된 클러스터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올바른지, 클러스터를 사
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edshift.ColumnMismatch"COPY 명령의 jsonpaths 수와 대상 테이블의 열 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명령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Redshift.IncorrectOrMissingRegion“Amazon Redshift Redshift는 S3 버킷에 액세스하기 위해 잘못된 리전 엔드포
인트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COPY 명령 옵션에서 올바른 지역 값을 지정하거
나 S3 버킷이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Redshift.IncorrectJsonPathsFile"제공된 jsonpaths 파일이 지원되는 JSON 형식이 아닙니다. 명령을 다시 시도
하십시오."

Redshift.MissingS3File“Amazon Redshift Redshift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S3 파일이 S3 버킷에서 제거
되었습니다. S3 버킷 정책을 확인하여 S3 파일의 자동 삭제를 제거하십시오."

Redshift.InsufficientPrivilege"사용자는 데이터를 테이블에 로드할 권한이 없습니다. INSERT 권한에 대한 
Amazon Redshift 사용자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Redshift.ReadOnlyCluster"시스템이 크기 조정 모드에 있기 때문에 쿼리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
시 쿼리를 시도하십시오."

Redshift.DiskFull "디스크가 가득 차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의 
용량을 늘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십시
오.”

InternalError "데이터 전송을 시도하는 동안 내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배송이 재시도됩니
다. 오류가 계속되면 해결을AWS 위해 해당 문제가 보고될 것입니다.”

Splunk 데이터 전송 오류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다음과 같은 Splunk 관련 오류를 CloudWatch 로그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Splunk.ProxyWithoutStickySessions“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와 HEC 노드 사이에 프록시 (ELB 또는 기타) 
가 있는 경우 고정 세션을 활성화하여 HEC ACK를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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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Splunk.DisabledToken"HEC 토큰이 비활성화됩니다. Splunk로의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려면 이 토큰
을 활성화하십시오."

Splunk.InvalidToken "HEC 토큰이 잘못되었습니다. 유효한 HEC 토큰으로 Kinesis Data Firehose 업
데이트하십시오.”

Splunk.InvalidDataFormat"데이터의 형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원시 또는 이벤트 HEC 엔드포인트에 대
해 데이터 형식을 적절히 지정하는 방법은 Splunk Event Data를 참조하십시
오."

Splunk.InvalidIndex "HEC 토큰 또는 입력이 잘못된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구성을 확
인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Splunk.ServerError “HEC 노드의 서버 오류로 인해 Splunk로의 데이터 전송이 실패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재시도 시간이 0보다 크면 Kinesis Data 
Firehose에서 데이터 전송을 재시도합니다. 모든 재시도가 실패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데이터를 Amazon S3에 백업합니다.”

Splunk.DisabledAck "HEC 토큰에 대해 인덱서 확인이 비활성화됩니다. 인덱서 확인을 활성화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Enable indexer acknowledgement를 참조하
십시오."

Splunk.AckTimeout "HEC 확인 제한 시간 만료 전에 HEC에서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승인 타
임아웃에도 불구하고 Splunk에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인덱싱되었을 수 있
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승인 제한 시간이 만료된 데이터를 
Amazon S3에 백업합니다.”

Splunk.MaxRetriesFailed"Splunk로의 데이터 전송 또는 확인 수신에 실패했습니다. HEC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Splunk.ConnectionTimeout"Splunk 연결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으며 요청이 재시
도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는 모든 재시도가 실패할 경우 
Amazon S3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Splunk.InvalidEndpoint"HFC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HEC 엔드포인트 URL이 유효하고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plunk.ConnectionClosed"연결 실패로 인해 Splunk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 오류일 수 있
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구성에서 재시도 시간을 늘리면 이러한 일시적
인 장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Splunk.SSLUnverified"HFC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가 피어에 의해 제공된 인증서
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증서와 호스트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Splunk.SSLHandshake "HFC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와 호스트가 유효한지 확인하
십시오."

HTTPS 엔드포인트 데이터 전송 오류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다음과 같은 HTTP 엔드포인트 관련 오류를 CloudWatch 로그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와 일치하는 오류가 없는 경우 기본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전달하는 
동안 내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배송이 재시도됩니다. 오류가 계속되면 해결을AWS 위해 해당 문제가 보고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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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HttpEndpoint.RequestTimeout응답을 받기 전에 전송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다시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오
류가 계속되면AWS Firehose 서비스 팀에 문의하세요.

HttpEndpoint.ResponseTooLarge“엔드포인트에서 받은 응답이 너무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엔드포인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Endpoint.InvalidResponseFromDestination“지정된 엔드포인트에서 받은 응답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엔드포인트 소유자에
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HttpEndpoint.DestinationException“엔드포인트 대상으로부터 다음 응답을 받았습니다.”

HttpEndpoint.ConnectionFailed“대상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엔드포인트 소
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Endpoint.ConnectionReset“엔드포인트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엔드포인
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Endpoint.ConnectionReset“엔드포인트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데이터 전송 오류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의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OpenSearch 서비스에서 오류를 반환하
면 CloudWatch 로그에 오류를 보냅니다.

Lambda 호출 오류
Kinesis Data Firehose 다음과 같은 Lambda 호출 오류를 CloudWatch 로그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Lambda.AssumeRoleAccessDenied"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제공된 IAM 역할에 대한 신뢰 정책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역할을 위임하도록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Lambda.InvokeAccessDenied"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액세스 정책이 Lambda 함수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하는지 확인해야 함

Lambda.JsonProcessingException“Lambda 함수에서 반환된 레코드를 분석하는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반환된 
레코드가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요구하는 상태 모델을 따르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변환 및 상태 모델 (p. 67)을 참조하세요.

Lambda.InvokeLimitExceeded“Lambda 동시 실행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동시 실행 한도를 늘리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개발자 안내서의AWS Lambda 제한을 참조하십시
오.

Lambda.DuplicatedRecordId"동일한 레코드 ID로 여러 레코드가 반환되었습니다. Lambda 함수가 각 레코드
에 대해 고유한 레코드 ID를 반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변환 및 상태 모델 (p. 67)을 참조하세요.

Lambda.MissingRecordId"하나 이상의 레코드 ID가 반환되었습니다. Lambda 함수가 수신된 모든 레코드 
ID를 반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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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변환 및 상태 모델 (p. 67)을 참조하세요.

Lambda.ResourceNotFound“지정된 Lambda 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존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Lambda.InvalidSubnetIDException“Lambda 함수 VPC 구성에 지정된 서브넷 ID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브넷 ID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Lambda.InvalidSecurityGroupIDException“Lambda 함수 VPC 구성에 지정된 보안 그룹 ID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안 그룹 
ID가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Lambda.SubnetIPAddressLimitReachedException“AWS Lambda하나 이상의 구성된 서브넷에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없으므로 
Lambda 함수에 대한 VPC 액세스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IP 주소 제한을 늘리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Amazon VPC 제한 - VPC 및 서브
넷을 참조하십시오.

Lambda.ENILimitReachedException“AWS Lambda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한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Lambda 함수 구
성의 일부로 지정된 VPC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NI) 를 생성할 수 없
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제한을 늘리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Amazon VPC 제한 -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Lambda. 
FunctionTimedOut

Lambda 함수 호출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Lambda 함수에서 타임아웃 설정을 
늘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수 제한 시간 제한 시간 구성을 참조하세요.

Lambda. FunctionError 이는 다음 오류 중 하나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출력 구조가 잘못되었습니다. 함수를 확인하고 출력이 필요한 형식인지 확인
하십시오. 또한 처리된 레코드에DroppedOk, 또는 의 유효한 결과 상태가 포
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ProcessingFailed.

• Lambda 함수가 성공적으로 호출되었지만 오류 결과를 반환했습니다.
• KMS 액세스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Lambda가 환경 변수를 복호화할 수 없습

니다. 함수의 KMS 키 설정과 키 정책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키 액세스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Lambda. 
FunctionRequestTimedOut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Lambda를 호출할 때 요청 제한 시간 구성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요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Lambda 코드를 다시 방문
하여 Lambda 코드가 구성된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실행될 예정인지 확인하십
시오. 그렇다면 메모리, 타임아웃을 비롯한 Lambda 구성 설정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Lambda 함수 옵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Lambda. 
TargetServerFailedToRespond

Kinesis Data Firehose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AWSLambda 서비스를 호출할 때 
대상 서버가 오류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Lambda. 
InvalidZipFileException

Lambda 함수를 InvalidZipFileException 호출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발생
했습니다. Lambda 함수 구성 설정과 Lambda 코드 zip 파일을 확인합니다.

Lambda. 
InternalServerError

“AWSLambda 서비스를 InternalServerError 호출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발생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고정된 횟수만큼 데이터 전
송을 재시도합니다. 또는UpdateDestination API를 사용하여 재시도 옵션
을CreateDeliveryStream 지정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지속
될 경우AWS Lambda 지원 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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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메시지와 정보

Lambda. 
ServiceUnavailable

AWSLambda 서비스를 ServiceUnavailableException 호출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발생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고정된 횟수만큼 데
이터 전송을 재시도합니다. 또는UpdateDestination API를 사용하여 재시
도 옵션을CreateDeliveryStream 지정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류
가 지속될 경우AWS Lambda 지원 에 문의하세요.

Lambda. 
InvalidSecurityToken

잘못된 보안 토큰으로 인해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교차 파티션 
Lambda 호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Lambda. 
InvocationFailure

이는 다음 오류 중 하나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 Kinesis Data FirehoseAWS Lambda를 호출할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이 다시 시도됩니다. 오류가 계속되면 해결을AWS 위해 해당 작업이 보고될 
것입니다.”

• Kinesis Data FirehoseInvalidStateException 파이어호스에서 Lambda의 
KMS를 발견했습니다. 오류: 사용된 KMS 키가 복호화에 대해 잘못된 상태
에 있으므로 Lambda가 환경 변수를 복호화할 수 없습니다. Lambda 함수의 
KMS 키를 확인하세요.

• Kinesis Data FirehoseAWSLambdaException 파이어호스에서 Lambda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Lambda가 제공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초기화하지 못
했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AWS Lambda를 호출할 때 시간 초과 오
류가 발생했습니다. 지원되는 함수 제한 시간은 최대 5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데이터 변환 실행 기간을 참조하세요.

Lambda. 
JsonMappingException

Lambda 함수에서 반환된 레코드를 파싱하는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터 
필드가 base-64로 인코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CloudWatch 로그 액세스
Kinesis Data Firehose 콘솔 또는 콘솔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데이터 전송 실패와 관련된 오류 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CloudWatch 다음의 절차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오류 로그에 액세스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콘솔을 사용하여 오류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kinesis에서 Kinesis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Data Firehose를 선택합니다.
3. 탐색 모음에서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4. 전송 스트림 이름을 선택해 전송 스트림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Error Log]를 선택해 데이터 전송 실패와 관련된 오류 로그 목록을 봅니다.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하여 오류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모음에서 리전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로그를 선택합니다.
4. 로그 그룹과 로그 스트림을 선택해 데이터 전송 실패와 관련된 오류 로그 목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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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sis 에이전트 Health 모니터링
Kinesis Agent는 네임스페이스가 인 사용자 지정 CloudWatch 메트릭을 AWSKinesisAgent게시합니다. 지정
된 대로 Kinesis Data Firehose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데이터 생산자의 적절한 양의 CPU 및 메모리 리소스를 
소비하여 에이전트가 정상인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송된 레코드 수 및 바이트 수와 같은 메트릭은 에이전트가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속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측정치가 예상 임계값에 다소 못 미치거나 0으로 떨어지는 
경우, 구성 문제, 네트워크 오류 또는 에이전트 상태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호스트상의 CPU 및 메모리 
소비 등의 측정치와 에이전트 오류 카운터는 데이터 생산자의 리소스 사용량을 나타내며, 잠재적인 구성 또
는 호스트 오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는 서비스 예외도 로깅하여 에이전트 문제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이전트 측정치는 에이전트 구성 설정 cloudwatch.endpoint에 지정된 리전에서 보고됩니다. 자세한 정
보는 에이전트 구성 설정 (p. 34)을 참조하세요.

여러 Kinesis 에이전트에서 게시된 Cloudwatch 지표는 집계되거나 결합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Kinesis Agent에서 내보낸 메트릭에는 소액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CloudWatch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를 통한 모니터링 CloudWatch
Kinesis Agent는 에 다음 지표를 CloudWatch 전송합니다.

지표 설명

BytesSent 지정된 기간 동안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전송된 바이트 수입니
다.

단위: 바이트

RecordSendAttempts 지정된 기간 동안 PutRecordBatch에 대한 호출에서 시도한 레코드 수입니다
(처음 또는 다시 시도).

단위: 개수

RecordSendErrors 지정한 기간 동안 재시도를 포함해 PutRecordBatch에 대한 호출에서 실패 
상태를 반환한 레코드 수입니다.

단위: 개수

ServiceErrors 지정된 기간 동안 서비스 오류(조절 오류 제외)를 일으킨 PutRecordBatch에 
대한 호출 수입니다.

단위: 개수

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API 호출 로깅하기
AWS CloudTrail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Kinesis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사용자, 역할 또
는AWS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의 레코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과 통합됩니다.AWS CloudTrail CloudTrail 
Kinesis Data Firehose에 대한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캡처되는 호출에는 Kinesis Data 
Firehose 콘솔로부터의 호출과 Kinesis Data Firehose API 작업에 대한 코드 호출이 포함됩니다. 추적을 생성
하면 Kinesis Data Firehose에 대한 CloudTrail 이벤트를 포함하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Amazon S3 버킷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벤트 기록에서 CloudTrail  콘솔의 최신 이벤트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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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수집정보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요청을 CloudTrail, 요청을, 요청
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을 요청이 사람, 요청을 사람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
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
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사람, 요청을

구성 및 활성화 방법 CloudTrail 등 자세한 내용은 사용 AWS CloudTrail설명서를 참조하세요.

Kinesis Data Firehose 정보 CloudTrail
CloudTrail 은 계정 생성 시AWS 계정에서 활성화됩니다. 지원되는 이벤트 활동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발생하면, 해당 활동이 이벤트 기록 의 다른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CloudTrail 이벤트 기록의 다
른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이벤트에 대한 권한을 기록합니다. AWS 계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이벤트 기록에서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의 이벤트를 포함하여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는 경우 추적을 생성
합니다. 추적 을 사용하여 CloudTrail Amazon S3 버킷에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
를 로깅하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AWS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되는 서비스 및 통합
• 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 CloudTrail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는 다음 작업을 CloudTrail 로그 파일에 이벤트로 로깅합니다.

• CreateDeliveryStream
• DeleteDeliveryStream
• DescribeDeliveryStream
• ListDeliveryStreams
• ListTagsForDeliveryStream
• TagDeliveryStream
• StartDeliveryStreamEncryption
• StopDeliveryStreamEncryption
• UntagDeliveryStream
• UpdateDestination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증명 정보를 이용하
면 다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루트로 했는지 아니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 역할 또는 페더레이션 사용자에 대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 다른 AWS 서비스에서 요청했는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예: Kinesis Data Firehose 로그 파일 항목
추적이란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로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모든 소스로부터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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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은 퍼블릭 
API 호출의 정렬된 스택 추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에서
는CreateDeliveryStream,DescribeDeliveryStreamListDeliveryStreamsUpdateDestination, 
및DeleteDeliveryStream 작업을 보여 주는 CloudTrail 로그 항목을 보여줍니다.

{ 
  "Records":[ 
        { 
            "eventVersion":"1.02", 
            "userIdentity":{ 
                "type":"IAMUser", 
                "principalId":"AKIAIOSFODNN7EXAMPLE", 
                "arn":"arn:aws:iam::111122223333:user/CloudTrail_Test_User",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AKIAI44QH8DHBEXAMPLE", 
                "userName":"CloudTrail_Test_User" 
            }, 
            "eventTime":"2016-02-24T18:08:22Z", 
            "eventSource":"firehose.amazonaws.com", 
            "eventName":"CreateDeliveryStream",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127.0.0.1", 
            "userAgent":"aws-internal/3", 
            "requestParameters":{ 
                "deliveryStreamName":"TestRedshiftStream", 
                "redshiftDestinationConfiguration":{ 
                "s3Configuration":{ 
                    "compressionFormat":"GZIP", 
                    "prefix":"prefix", 
                    "bucketARN":"arn:aws:s3:::firehose-cloudtrail-test-bucket", 
                    "roleARN":"arn:aws:iam::111122223333:role/Firehose", 
                    "bufferingHints":{ 
                        "sizeInMBs":3, 
                        "intervalInSeconds":900 
                    }, 
                    "encryptionConfiguration":{ 
                        "kMSEncryptionConfig":{ 
                            "aWSKMSKeyARN":"arn:aws:kms:us-east-1:key" 
                        } 
                    } 
                }, 
                "clusterJDBCURL":"jdbc:redshift://example.abc123.us-
west-2.redshift.amazonaws.com:5439/dev", 
                "copyCommand":{ 
                    "copyOptions":"copyOptions", 
                    "dataTableName":"dataTable" 
                }, 
                "password":"", 
                "username":"", 
                "roleARN":"arn:aws:iam::111122223333:role/Firehose" 
            } 
        }, 
        "responseElements":{ 
            "deliveryStreamARN":"arn:aws:firehose:us-east-1:111122223333:deliverystream/
TestRedshiftStream" 
        }, 
        "requestID":"958abf6a-db21-11e5-bb88-91ae9617edf5", 
        "eventID":"875d2d68-476c-4ad5-bbc6-d02872cfc884", 
        "eventType":"AwsApiCall",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 
    { 
        "eventVersion":"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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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Identity":{ 
            "type":"IAMUser", 
            "principalId":"AKIAIOSFODNN7EXAMPLE", 
            "arn":"arn:aws:iam::111122223333:user/CloudTrail_Test_User",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AKIAI44QH8DHBEXAMPLE", 
            "userName":"CloudTrail_Test_User" 
        }, 
        "eventTime":"2016-02-24T18:08:54Z", 
        "eventSource":"firehose.amazonaws.com", 
        "eventName":"DescribeDeliveryStream",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127.0.0.1", 
        "userAgent":"aws-internal/3", 
        "requestParameters":{ 
            "deliveryStreamName":"TestRedshiftStream" 
        }, 
        "responseElements":null, 
        "requestID":"aa6ea5ed-db21-11e5-bb88-91ae9617edf5", 
        "eventID":"d9b285d8-d690-4d5c-b9fe-d1ad5ab03f14", 
        "eventType":"AwsApiCall",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 
    { 
        "eventVersion":"1.02", 
        "userIdentity":{ 
            "type":"IAMUser", 
            "principalId":"AKIAIOSFODNN7EXAMPLE", 
            "arn":"arn:aws:iam::111122223333:user/CloudTrail_Test_User",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AKIAI44QH8DHBEXAMPLE", 
            "userName":"CloudTrail_Test_User" 
        }, 
        "eventTime":"2016-02-24T18:10:00Z", 
        "eventSource":"firehose.amazonaws.com", 
        "eventName":"ListDeliveryStreams",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127.0.0.1", 
        "userAgent":"aws-internal/3", 
        "requestParameters":{ 
            "limit":10 
        }, 
        "responseElements":null, 
        "requestID":"d1bf7f86-db21-11e5-bb88-91ae9617edf5", 
        "eventID":"67f63c74-4335-48c0-9004-4ba35ce00128", 
        "eventType":"AwsApiCall",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 
    { 
        "eventVersion":"1.02", 
        "userIdentity":{ 
            "type":"IAMUser", 
            "principalId":"AKIAIOSFODNN7EXAMPLE", 
            "arn":"arn:aws:iam::111122223333:user/CloudTrail_Test_User",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AKIAI44QH8DHBEXAMPLE", 
            "userName":"CloudTrail_Test_User" 
        }, 
        "eventTime":"2016-02-24T18:10:09Z", 
        "eventSource":"firehose.amazonaws.com", 
        "eventName":"UpdateDestin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127.0.0.1", 
        "userAgent":"aws-internal/3", 
        "requestParameters":{ 
            "destinationId":"destinationId-000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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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yStreamName":"TestRedshiftStream", 
            "currentDeliveryStreamVersionId":"1", 
            "redshiftDestinationUpdate":{ 
                "roleARN":"arn:aws:iam::111122223333:role/Firehose", 
                "clusterJDBCURL":"jdbc:redshift://example.abc123.us-
west-2.redshift.amazonaws.com:5439/dev", 
                "password":"", 
                "username":"", 
                "copyCommand":{ 
                    "copyOptions":"copyOptions", 
                    "dataTableName":"dataTable" 
                }, 
                "s3Update":{ 
                    "bucketARN":"arn:aws:s3:::firehose-cloudtrail-test-bucket-update", 
                    "roleARN":"arn:aws:iam::111122223333:role/Firehose", 
                    "compressionFormat":"GZIP", 
                    "bufferingHints":{ 
                        "sizeInMBs":3, 
                        "intervalInSeconds":900 
                    }, 
                    "encryptionConfiguration":{ 
                        "kMSEncryptionConfig":{ 
                            "aWSKMSKeyARN":"arn:aws:kms:us-east-1:key" 
                        } 
                    }, 
                    "prefix":"arn:aws:s3:::firehose-cloudtrail-test-bucket" 
                } 
            } 
        }, 
        "responseElements":null, 
        "requestID":"d549428d-db21-11e5-bb88-91ae9617edf5", 
        "eventID":"1cb21e0b-416a-415d-bbf9-769b152a6585", 
        "eventType":"AwsApiCall",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 
    { 
        "eventVersion":"1.02", 
        "userIdentity":{ 
            "type":"IAMUser", 
            "principalId":"AKIAIOSFODNN7EXAMPLE", 
            "arn":"arn:aws:iam::111122223333:user/CloudTrail_Test_User",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AKIAI44QH8DHBEXAMPLE", 
            "userName":"CloudTrail_Test_User" 
        }, 
        "eventTime":"2016-02-24T18:10:12Z", 
        "eventSource":"firehose.amazonaws.com", 
        "eventName":"DeleteDeliveryStream",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127.0.0.1", 
        "userAgent":"aws-internal/3", 
        "requestParameters":{ 
            "deliveryStreamName":"TestRedshiftStream" 
        }, 
        "responseElements":null, 
        "requestID":"d85968c1-db21-11e5-bb88-91ae9617edf5", 
        "eventID":"dd46bb98-b4e9-42ff-a6af-32d57e636ad1", 
        "eventType":"AwsApiCall",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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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 객체에 대한 사용자 지정 
접두사

대상이 Amazon S3, Amazon OpenSearch 서비스 또는 Splunk인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에서 데이터
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Amazon S3 객체 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전송 시 Kinesis Data 
Firehose 가 평가하는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최종 객체 키는 <evaluated prefix><suffix> 형식이며, 
접미사는 <delivery stream name>-<delivery stream version>-<year>-<month>-<day>-
<hour>-<minute>-<second>-<uuid><file extension>입니다. 접미사 필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접두사에 형식의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namespace:value}, 여기서namespace는 
다음 단원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firehose
• timestamp
• partitionKeyFromQuery
• partitionKeyFromLambda

슬래시로 끝나는 접두사는 Amazon S3 버킷에서 자리 표시자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Amazon S3 객체 이름 형식의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가이드.

timestamp 네임스페이스
이 네임스페이스에 유효한 값은 유효한 Java DateTimeFormatter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
{timestamp:yyyy} 표현식은 2018로 평가됩니다.

타임스탬프를 평가할 때 Kinesis Data Firehose 는 작성 중인 Amazon S3 객체에 포함된 가장 오래된 레코드
의 대략적인 도착 타임스탬프를 사용합니다.

타임스탬프는 항상 UTC 기준입니다.

동일한 접두사 표현식에 timestamp 네임스페이스를 한 번 넘게 사용할 경우 각 인스턴스는 동일한 시간으
로 평가됩니다.

firehose 네임스페이스
이 네임스페이스에는 error-output-type 값과 random-string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firehose 네임스페이스 값

변환 설명 입력 예 출력 예 참고

error-output-
type

전송 스트림 
구성 및 실패 
이유에 따라 
{processing-failed, 

myPrefix/
result=!
{firehose:error-
output-type}/!

myPrefix/
result=processing-
failed/2018/08/03

error-output-
type 값은 
ErrorOutputPre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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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스페이스

변환 설명 입력 예 출력 예 참고
AmazonOpenSearchService-
실패, splunk-failed, 
format-conversion-
failed, format-
edpoint-failed, 
splunk-failed, 
format--failed, 
format--failed, 
format--failed, 
format-conversion-
failed,

동일한 접두사 표현
식에 한 번 넘게 사
용할 경우 각 인스
턴스는 동일한 오류 
문자열로 평가됩니
다.

{timestamp:yyyy/
MM/dd}

필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andom-string 11자의 무작위 문
자열로 평가됩니다. 
동일한 접두사 표현
식에 한 번 넘게 사
용할 경우 각 인스
턴스는 새로운 무작
위 문자열로 평가됩
니다.

myPrefix/!
{firehose:random-
string}/

myPrefix/046b6c7f-0b/두 접두사 유형 모
두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형식 문자열 앞에 
값을 배치하여 무작
위의 접두사를 얻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Amazon S3 
최고의 처리량을 얻
기 위해 필요한 경
우가 있습니다.

partitionKeyFromLambda과partitionKeyFromQuery네
임스페이스

용동적 파티셔닝를 사용하여 S3 버킷 접두사에 다음 표현식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
다.!{namespace:value}, 여기서 네임스페이스는partitionKeyFromQuery또
는partitionKeyFromLambda또는 두 경우 모두일 때 인라인 구문 분석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에 대한 
파티션 키를 생성하는 경우 다음 형식으로 지정된 표현식으로 구성된 S3 버킷 접두사 값을 지정해야 합니
다. "partitionKeyFromQuery:keyID". 를 사용하는 경우AWSLambda 함수에서 소스 데이터에 대한 
파티션 키를 생성하려면 다음 형식으로 지정된 표현식으로 구성된 S3 버킷 접두사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partitionKeyFromLambda:keyID". 자세한 내용은 의 “목적지에 맞게 Amazon S3 선택”을 참조하십시
오.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의미 체계 규칙
Prefix 및 ErrorOutputPrefix 표현식에 적용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timestamp 네임스페이스의 경우 작은따옴표로 묶이지 않은 문자가 평가됩니다. 즉, 값 필드에서 작은따
옴표로 이스케이프 처리된 문자열은 문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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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스탬프 네임스페이스 표현식을 포함하지 않는 접두사를 지정하면 Kinesis Data Firehose 가 표현식을 
추가합니다.!{timestamp:yyyy/MM/dd/HH/}에 있는 값으로Prefix필드.

• !{ 시퀀스는 !{namespace:value} 표현식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Prefix에 표현식이 없을 경우에만 ErrorOutputPrefix가 null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refix는
<specified-prefix>yyyy/MM/DDD/HH/로 평가되고 ErrorOutputPrefix는 <specified-
prefix><error-output-type>YYYY/MM/DDD/HH/로 평가됩니다. DDD는 해당 연도의 날짜를 나타냅
니다.

• ErrorOutputPrefix에 표현식을 지정할 경우, 최소 한 개의 !{firehose:error-output-type} 인
스턴스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 Prefix에는 !{firehose:error-output-type}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Prefix 또는 ErrorOutputPrefix는 평가 후 512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목적지가 Amazon Redshift 레드시프트인 경우Prefix표현식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

다.ErrorOutputPrefixnull이어야 합니다.
• 대상이 Amazon OpenSearch 서비스 또는 Splunk인 경우ErrorOutputPrefix가 지정되면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는Prefix실패한 레코드에 대한 필드입니다.
• 대상이 Amazon S3 S3인 경우Prefix과ErrorOutputPrefixAmazon S3 대상 구

성은 성공 레코드 및 실패 레코드에 각각 사용됩니다. 이AWS CLI또는 API를 사용하
여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Amazon S3 S3를 지정합니다.지원자체 구
성Prefix과ErrorOutputPrefix.

• 를 사용하는 경우AWS Management Console대상을 Amazon S3 S3로 설정하면 Kinesis Data Firehose 파
이어호스는Prefix과ErrorOutputPrefix성공 레코드 및 실패 레코드에 대한 대상 구성의 경우 접두사
를 지정하지만 오류 접두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가 자동으로 오류 접두사를 로 설
정합니다.!{firehose:error-output-type}/.

• 를 사용하는 경우ExtendedS3DestinationConfiguration와 함께AWS CLI, API, 또는AWS 
CloudFormation, 를 지정하는 경우S3BackupConfiguration, Kinesis Data Firehose 가 기본값을 제공
하지 않습니다.ErrorOutputPrefix.

•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artitionKeyFromLambda과partitionKeyFromQueryErrorOutputPrefix 표
현식을 만들 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접두사의 예
Prefix 및 ErrorOutputPrefix의 예

입력 평가된 접두사(2018년 8월 27일 오전 10:30 UTC)

Prefix: 지정 안 함

ErrorOutputPrefix: myFirehoseFailures/!
{firehose:error-output-type}/

Prefix: 2018/08/27/10

ErrorOutputPrefix: myFirehoseFailures/
processing-failed/

Prefix: !{timestamp:yyyy/MM/dd}

ErrorOutputPrefix: 지정 안 함

잘못된 입력: 접두사에 표현식이 포함된 경우
ErrorOutputPrefix는 null이 될 수 없음

Prefix: myFirehose/DeliveredYear=!
{timestamp:yyyy}/anyMonth/rand=!
{firehose:random-string}

ErrorOutputPrefix: myFirehoseFailures/!
{firehose:error-output-type}/!
{timestamp:yyyy}/anyMonth/!
{timestamp:dd}

Prefix: myFirehose/DeliveredYear=2018/
anyMonth/rand=5abf82daaa5

ErrorOutputPrefix: myFirehoseFailures/
processing-failed/2018/anyMont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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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평가된 접두사(2018년 8월 27일 오전 10:30 UTC)

Prefix: myPrefix/year=!
{timestamp:yyyy}/month=!
{timestamp:MM}/day=!{timestamp:dd}/
hour=!{timestamp:HH}/

ErrorOutputPrefix: myErrorPrefix/
year=!{timestamp:yyyy}/month=!
{timestamp:MM}/day=!{timestamp:dd}/
hour=!{timestamp:HH}/!{firehose:error-
output-type}

Prefix: myPrefix/year=2018/month=07/
day=06/hour=23/

ErrorOutputPrefix: myErrorPrefix/
year=2018/month=07/day=06/hour=23/
processing-failed

Prefix: myFirehosePrefix

ErrorOutputPrefix: 지정 안 함

Prefix: myFirehosePrefix/2018/08/27/

ErrorOutputPrefix: myFirehosePrefix/
processing-failed/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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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사용
AWS PrivateLink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용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AWS PrivateLink)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Amazon 네트워크에서 Amazon VPC와 Kinesis Data Firehose 간
의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NAT 디바이스, VPN 
연결 또는 AWS Direct Connect 연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는 Amazon VPC의 
프라이빗 IP가 있는 elastic network interface 사용하여AWS 서비스 간 프라이빗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AWS 
기술인 에 의해AWS PrivateLink 구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를 참조하세
요.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용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AWS PrivateLink) 사용

시작하려면 Amazon VPC 리소스의 Kinesis Data Firehose 트래픽이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흐
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
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사용하여 VPC 엔드포인트에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PC 엔드포인트를 통한 서비스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제는 VPC에서AWS Lambda 함수를 설정하고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함수가 Kinesis Data 
Firehose 서비스와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Lambda 함수가 현재 
지역의 전송 스트림을 나열하되 전송 스트림은 설명하지 못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VPC 엔드포인트 생성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
솔을 엽니다.

2. VPC 대시보드에서 엔드포인트를 선택합니다.
3. 엔드포인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이름 목록에서 com.amazonaws.your_region.kinesis-firehose를 선택합니다.
5.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VPC와 서브넷(한 개 이상)을 선택합니다.
6. 보안 그룹을 한 개 이상 선택하여 엔드포인트와 연결합니다.
7. 정책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다음 정책을 붙여 넣습니다.

{ 
    "Statement": [ 
        { 
            "Sid": "Allow-only-specific-PrivateAPIs", 
            "Principal": "*", 
            "Action": [ 
                "firehose:ListDelivery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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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Resource": [ 
                "*" 
            ] 
        }, 
        { 
            "Sid": "Allow-only-specific-PrivateAPIs", 
            "Principal": "*", 
            "Action": [ 
                "firehose:DescribeDeliveryStream" 
            ], 
            "Effect": "Deny", 
            "Resource": [ 
                "*" 
            ] 
        } 
    ]
}

8. 엔드포인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Lambda 함수용 IAM 역할 생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창에서 역할을 선택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엔티티 유형 선택에서 기본 선택 AWS서비스를 그대로 둡니다.
4. Choose the service that will use this role(이 역할을 사용할 서비스 선택) 아래에서 Lambda를 선택합니

다.
5. Next: Permissions(다음: 권한)를 선택합니다.
6. 정책 목록에서 AWSLambdaVPCAccessExecutionRole 정책과

AmazonKinesisFirehoseReadOnlyAccess 정책을 검색하여 추가합니다.

Important

이 정책은 예제이며, 프로덕션 환경의 경우 더 엄격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7. Next: Tags(다음: 태그)를 선택합니다. 이 연습에서는 태그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Next: Review(다

음: 검토)를 선택합니다.
8. 역할의 이름을 입력한 후 역할 생성 을 선택합니다.

VPC 내에서 Lambda 함수 생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lambda/에서 AWS Lambda 콘솔을 엽니다.
2. 함수 생성(Create function)을 선택합니다.
3. 새로 작성을 선택합니다.
4. 함수 이름을 입력한 후 런타임을 Python 3.6으로 설정합니다.
5. 권한에서 실행 역할 선택 또는 생성을 확장합니다.
6. 실행 역할 목록에서 기존 역할 사용을 선택합니다.
7. 기존 역할 목록에서 앞서 만든 역할을 선택합니다.
8. 함수 생성(Create function)을 선택합니다.
9. 함수 코드 아래에 다음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import json 
    import boto3 
    import os 

120

https://console.aws.amazon.com/iam/
https://console.aws.amazon.com/lambda/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가용성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REGION = os.environ['AWS_REGION'] 
        client = boto3.client( 
            'firehose', 
            REGION 
             
        ) 
        print("Calling list_delivery_streams with ListDeliveryStreams allowed policy.") 
        delivery_stream_request = client.list_delivery_streams() 
        print("Successfully returned list_delivery_streams request %s." % ( 
            delivery_stream_request 
        )) 
        describe_access_denied = False 
        try: 
            print("Calling describe_delivery_stream with DescribeDeliveryStream denied 
 policy.") 
            delivery_stream_info = 
 client.describe_delivery_stream(DeliveryStreamName='test-describe-denied') 
        except ClientError as e: 
            error_code = e.response['Error']['Code'] 
            print ("Caught %s." % (error_code)) 
            if error_code == 'AccessDeniedException': 
                describe_access_denied = True 
         
        if not describe_access_denied: 
            raise 
        else: 
            print("Access denied test succeeded.")

10. 기본 설정에서 제한 시간을 1분으로 설정합니다.
11. 네트워크에서 앞서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VPC를 선택한 후,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때 엔드포인트와 연결

한 서브넷 및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12. 페이지 상단에서 Save를 선택합니다.
13. 테스트(Test)를 선택합니다.
14. 이벤트 이름을 입력한 다음 [Create] 를 선택합니다.
15. 테스트를 다시 선택합니다. 그러면 함수가 실행됩니다. 실행 결과가 나타나면 세부 정보를 확장하고 로

그 출력과 함수 코드를 비교합니다. 성공적인 결과에는 리전의 전송 스트림의 목록과 다음 출력이 표시
됩니다.

Calling describe_delivery_stream.

AccessDeniedException

Access denied test succeeded.

가용성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는 현재 다음 리전 내에서 지원됩니다.

• 미국 동부(오하이오)
•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 미국 서부(오레곤)
•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 아시아 태평양(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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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 아시아 태평양(도쿄)
• 아시아 태평양(홍콩)
• 캐나다(중부)
• 중국(베이징)
• 중국(닝샤)
• 유럽(프랑크푸르트)
• 유럽(아일랜드)
• Europe (London)
• 유럽(파리)
• 남아메리카(상파울루)
• AWS GovCloud (미국 동부)
• AWS GovCloud (미국 서부)
• 유럽(스페인)
• 중동(UAE)
• 아시아 태평양(자카르타)
• 아시아 태평양(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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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본 사항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전송 스트림에 태그 지
정

Amazon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생성한 전송 스트림에 자체 메타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태그. 태
그는 스트림에 대해 정의된 키-값 페어입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AWS 리소스를 관
리하고 결제 데이터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제
• 태그 기본 사항 (p. 123)
• 태그 지정을 사용하여 비용 추적 (p. 123)
• 태그 제한 (p. 124)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에 태그 지정 (p. 124)

태그 기본 사항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스트림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 전송 스트림에 대한 태그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 전송 스트림에서 태그를 제거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 소유자 또는 환
경별로 전송 스트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태그에 대해 키와 값이 정의되기 때문에 특정 요구를 충족하는 
사용자 지정 범주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그 세트를 정의하여 소유자 및 연관된 애플리케
이션에 따라 전송 스트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태그의 예입니다.

• Project: Project name
• Owner: Name
• Purpose: Load testing
• Application: Application name
• Environment: Production

태그 지정을 사용하여 비용 추적
태그를 사용하여 AWS 비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적용할 때AWS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포함한 리소스AWS비용 할당 보고서에는 태그별로 집계된 사용 내역 및 비용이 포함됩니다. 
비즈니스 범주를 나타내는 태그(예: 비용 센터, 애플리케이션 이름 또는 소유자)를 적용하여 여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 지정 결제 보고서에 비용 
할당 태그 사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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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제한

태그 제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태그에 적용되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제한

• 리소스(스트림)당 최대 태그 수는 50개입니다.
• 태그 키와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삭제된 스트림에 대해 태그를 변경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태그 키 제한

• 각 태그 키는 고유해야 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키를 가진 태그를 추가하면 기존 키-값 페어에 새 태그가 덮
어쓰기 됩니다.

• aws:를 사용하여 태그 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접두사는 AWS용으로 예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WS는 이 접두사로 시작되는 태그를 생성하지만, 사용자는 이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태그 키의 길이는 유니코드 1~128자여야 합니다.
• 태그 키는 다음 문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그리고 같은 특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_ . / = + - @.

태그 값 제한

• 태그 값의 길이는 유니코드 0~255자여야 합니다.
• 태그 값은 공백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문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유니코드 문자, 숫

자, 공백, 그리고 같은 특별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_ . / = + -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하여 전
송 스트림에 태그 지정

호출할 때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CreateDelivery스트림를 사용하여 새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기존 전송 스트림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작업을 사용하여 태그를 추가, 나열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 TagDelivery스트림
• ListTagsForDelivery스트림
• UntagDelivery스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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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로그 데이터 보내기 CloudWatch

자습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사용하여 VPC 흐름 로그를 
Splunk로 전송

이 자습서에서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전송되고 수신
되는 IP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사
용하여 해당 정보를 Splunk로 전송합니다. VPC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VPC 흐름 로그에서Amazon VPC User Guide.

먼저 아마존 VPC 흐름 로그를 아마존에 전송합니다. CloudWatch. 그 다음 CloudWatch데이터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전송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AWS Lambda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압축 해제하고 압축 해제된 로그 데이터를 Splunk로 보냅니다.

사전 조건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전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AWS계정— 없는 경우AWS계정, 에 하나 생성http://aws.amazon.com.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p. 4)을 참조하세요.

• AWS CLI— 이 자습서의 일부에서는 다음을 사용해야 합니다.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를 설치하려면AWS CLI, 참조다음 설치AWSCommand Line Interface에서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

• HEC 토큰— Splunk 배포에서 소스 유형을 사용하여 HTTP 이벤트 수집기 (HEC) 토큰을 설정합니
다.aws:cloudwatchlogs:vpcflow. 자세한 내용은 Splunk 설명서에서 Amazon Kinesis Firehose용 
Splunk 추가 기능에 대한 설치 및 구성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1단계: 아마존 VPC 아마존으로 로그 데이터 전송 CloudWatch (p. 125)
• 2단계: Splunk를 대상으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p. 126)
• 3단계: 아마존에서 데이터 전송 CloudWatch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p. 129)
• 4단계: Splunk와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에서 결과 확인 (p. 130)

1단계: 아마존 VPC 아마존으로 로그 데이터 전송 
CloudWatch

이것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p. 125), 당신은 아마존을 만듭니다 
CloudWatch Amazon VPC 흐름 로그를 받을 로그 그룹입니다. 그런 다음 Amazon VPC 대한 흐름 로그를 생
성하여 CloudWatch 생성한 로그 그룹.

를 생성하려면 CloudWatch Amazon VPC 흐름 로그를 수신할 로그 그룹

1. 에 로그인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그리고 CloudWatch 콘솔 에서https:// 
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2. 탐색 창에서 로그 그룹을 선택합니다.
3. 작업을 선택한 후 로그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4. VPCtoSplunkLogGroup 이름을 입력하고 로그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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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 플로우 로그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사용자 VPC(Your VPCs)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여 목록에서 

VPC를 선택합니다.

3. 작업을 선택한 후 플로우 로그 생성을 선택합니다.
4. 필터* 목록에서 모두를 선택합니다.
5. 목적지를 다음과 같이 설정 유지전송 대상 CloudWatch로그.
6. 에 대한대상 로그 그룹*, 선택부사장CtoSplunkLogGroup는 이전 절차에서 생성한 로그 그룹입니다.
7. IAM 역할을 설정하려면 를 선택합니다.권한 설정.

8. 새 창이 나타나면 IAM 역할을 새 IAM 역할 생성으로 설정된 상태로 둡니다. 역할 이름 상자에
VPCtoSplunkWritetoCWRole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허용을 선택합니다.

9. 플로우 로그 생성 브라우저 탭으로 돌아와서 IAM 역할* 상자를 새로 고칩니다. 그런 다음 선택하세요부
사장CtoSplunkWritetoCW 롤목록에서.

10. 생성을 선택한 후 닫기를 선택합니다.
11. Amazon VPC 대시보드로 돌아가서사용자 VPC탐색 창에서 그런 다음 VPC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12. 아래로 스크롤하고 플로우 로그 탭을 선택한 다음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플로우 로그를 찾습니다. 상태

가 Active(활성)인지 확인합니다. 아닌 경우 이전 단계를 검토합니다.

2단계: Splunk를 대상으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p. 126)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Splunk를 대상으로 Kinesis Data Firehose 전
송 스트림 생성

이 부분에서는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p. 125)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여 Amazon에서 로그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CloudWatch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Splunk에 전달하세요.

그 로그 CloudWatch 전송 스트림으로의 전송은 압축된 형식입니다. 하지만 Kinesis Data Firehose 압축된 로
그를 Splunk로 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에서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 데이터 변환을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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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구성합니다.AWS Lambda로그 데이터를 압축 해제하는 함수. 그런 다음 Kinesis Data Firehose 압축
되지 않은 데이터를 Splunk로 전송합니다.

Splunk를 대상으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려면

1.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콘솔 열기https://console.aws.amazon.com/firehose/.
2. Create delivery stream(전송 스트림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전송 스트림의 이름에 VPCtoSplunkStream을 입력합니다. 하단으로 스크롤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4. Data transformation(데이터 변환)*에 대해 활성을 선택합니다.
5. Lambda function(Lambda 함수)*에서 Create new(새로 생성)를 선택합니다.
6. Lambda 블루프린트 선택 창에서 아래로 스크롤한 후 Kinesis Firehose Cloudwatch Logs Processor를 

선택합니다. AWS Lambda 콘솔이 열립니다.
Note

낮은 Lambda 버퍼링 힌트 값인 256KB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AWS Lambda 콘솔에서 함수 이름에 VPCtoSplunkLambda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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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행 역할의 설명 텍스트에서 IAM 콘솔 링크를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역할을 생성합니다. 그러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콘솔.

9. IAM 콘솔에서 Lambda를 선택합니다.
10. [다음: 권한(Next: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11. 정책 생성을 선택합니다.
12. JSON 탭을 선택하고 기존 JSON을 다음으로 바꿉니다.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과your-aws-

account-id당신과 함께 있는 자리 표시자AWS지역 코드 및 계정 ID. 계정 ID에 하이픈이나 대시가 포
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목록을 보려면AWS지역 코드, 참조AWS리전 및 엔드포인트.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firehose:PutRecordBatch" 
            ], 
            "Resource": [ 
                "arn:aws:firehose:your-region:your-aws-account-id:deliverystream/
VPCtoSplunkStream" 
            ] 
        } 
    ]
}

이 정책은 Lambda 함수가 다음을 호출하여 데이터를 전송 스트림에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
다.PutRecordBatch조작. Lambda 함수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이를 호출할 때마다 최대 
6MiB의 데이터만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압축을 푼 데이터의 크기가 6MiB를 초
과하는 경우 이 함수는 PutRecordBatch를 호출하여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일부 데이터를 전송 스
트림에 다시 넣습니다.

13. 백 인 더역할 생성창에서 정책 목록을 새로 고친 다음부사장CtoSplunkLambdaPolicy왼쪽에 있는 상자
를 선택해서 말이죠.

14. [다음: 권한(Next: Tags)]를 선택합니다.
15. [다음: 권한(Next: Review)]를 선택합니다.
16. 에 대한역할 이름, 를 입력합니다VPCtoSplunkLambdaRole그런 다음 선택하십시오.역할 생성.
17. Lambda 콘솔로 돌아가서 기존 역할 목록을 새로 고친 후 VPCtoSplunkLambdaRole을 선택합니다.
18. 아래로 스크롤하여 Create function(함수 생성)을 선택합니다.
19. Lambda 함수 창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기본 설정섹션을 누르고 타임아웃을 다음으로 늘리십시오.3분.
20. 위로 스크롤하여 Save(저장)를 선택합니다.
21. 다시 Lambda 블루프린트 선택 대화 상자로 돌아가서 닫기를 선택합니다.
22. 전송 스트림 생성 페이지의 아래소스 레코드를 변환하기AWSLambda섹션, 선택새로 고칩니다버튼. 그

런 다음 선택하세요부사장CtoSplunkLambda함수 목록에서
23. 아래로 스크롤하여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24. Destination(대상)*에서 Splunk를 선택합니다.
25. Splunk 클러스터 엔드포인트에 대한 세부 정보는 Splunk 설명서에서 데이터를 Splunk 플랫폼으로 전송

하도록 Amazon Kinesis Firehose 구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26. Splunk endpoint type(Splunk 엔드포인트 유형) 설정을 Raw endpoint(원시 엔드포인트)로 그대로 둡니

다.
27. Splunk HTTP Event Collector(HEC) 토큰의 값(이름이 아님)을 입력합니다.
28. S3 backup mode(S3 백업 모드)*에서 Backup all event(모든 이벤트 백업)을 선택합니다.
29. 기존 Amazon S3 버킷을 선택 (또는 원하는 경우 새 버킷을 생성) 하고다음.
30.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IAM 역할 섹션으로 스크롤한 후 새로 생성 또는 선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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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AM 역할 목록에서 새 IAM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역할 이름에
VPCtoSplunkLambdaFirehoseRole을 입력한 후 허용을 선택합니다.

32. 다음을 선택하고 전송 스트림에 대해 선택한 구성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전송 스트림 생성을 선택합
니다.

3단계: 아마존에서 데이터 전송 CloudWatch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p. 129) 항목으로 이동합
니다.

3단계: 아마존에서 데이터 전송 CloudWatch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이 단계에서는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p. 125)전송 스트림에서 Amazon에 전송합니다 
CloudWatch 로그 그룹 이 단계를 수행하면 로그 데이터가 로그 그룹에서 전송 스트림으로 흐릅니다.

로그 데이터를 보내려면 CloudWatch 전송 스트림에 로그

이 절차에서는 다음을 사용합니다.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생성하려면 CloudWatch 전
송 스트림에 로그 이벤트를 보내는 구독을 기록합니다.

1. 다음 신뢰 정책을 로컬 파일에 저장하고 파일 이름을 VPCtoSplunkCWtoFHTrustPolicy.json으로 
지정합니다. your-region 자리 표시자를 AWS 리전 코드로 바꿔야 합니다.

{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logs.your-region.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2. 명령 창에서 VPCtoSplunkCWtoFHPolicy.json을 저장한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다음 AWS CLI 명령
을 실행합니다.

aws iam create-role --role-name VPCtoSplunkCWtoFHRole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VPCtoSplunkCWtoFHTrustPolicy.json

3. 다음 액세스 정책을 로컬 파일에 저장하고 파일 이름을
VPCtoSplunkCWtoFHAccessPolicy.json으로 지정합니다. 반드시 교체하십시오.### ##과your-
aws-account-id당신과 함께 있는 자리 표시자AWS지역 코드 및 계정 ID.

{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firehose:*"], 
        "Resource":["arn:aws:firehose:your-region:your-aws-account-id:deliverystream/
VPCtoSplunkStream"] 
      }, 
      { 
        "Effect":"Allow", 
        "Action":["iam:PassRole"], 
        "Resource":["arn:aws:iam::your-aws-account-id:role/VPCtoSplunkCWtoFHRo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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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령 창에서 VPCtoSplunkCWtoFHAccessPolicy.json을 저장한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다음 AWS 
CLI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iam put-role-policy --role-name VPCtoSplunkCWtoFHRole --
policy-name VPCtoSplunkCWtoFHAccessPolicy --policy-document file://
VPCtoSplunkCWtoFHAccessPolicy.json

5. 교체하기### ##과your-aws-account-id다음과 같은 자리 표시자AWS CLI당신과 함께 명령하십시
오AWS지역 코드 및 계정 ID를 선택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logs put-subscription-filter --log-group-name "VPCtoSplunkLogGroup" --filter-
name "Destination" --filter-pattern "" --destination-arn "arn:aws:firehose:your-
region:your-aws-account-id:deliverystream/VPCtoSplunkStream" --role-arn 
 "arn:aws:iam::your-aws-account-id:role/VPCtoSplunkCWtoFHRole"

4단계: Splunk와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에서 결과 확인 (p. 130)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4단계: Splunk와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
에서 결과 확인

이 예제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데이터 플로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사용 (p. 125)최종 목적지인 Splunk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Kinesis Data Firehose를 통
해 데이터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AWS 및 Splunk에서 결과 확인하려면

1.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 콘솔 열기https://console.aws.amazon.com/firehose/.
2. 전송 스트림 목록에서 선택부사장CtoSplunkStream.
3. 모니터링 탭을 선택하고 그래프를 봅니다. 시간 범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4. Splunk에서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데이터가 Splunk에 전송되지 않음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 없는 AWS 리소스를 삭제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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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문제 
해결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동안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구성된 재시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전송되기 전에 재시도 기간이 종료되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구성된 S3 백업 버킷에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대상이 Amazon S3이고 전송에 실패하거
나 백업 S3 버킷으로의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보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
속 재시도합니다. DirectPut전송 스트림의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24시간 동안 기록을 보
관합니다. 데이터 소스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전송 스트림의 경우 데이터 보존 기간 변경에 설명된 대로 
보존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이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다음 작업을 무기한 재시도
합니다.DescribeStreamGetRecords, 및GetShardIterator.

전송 스트림에서 DirectPut을 사용하는 경우, IncomingBytes 및 IncomingRecords 지표를 보고 들어
오는 트래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utRecord 또는 PutRecordBatch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포착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지수 백오프와 지터 및 여러 번의 재시도가 포함된 재시도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또한 API를 사용하는 경우PutRecordBatch API 호출이 성공하더라도 코드가 FailedPutCount응답에
서 의 값을 확인하는지 확인하세요.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을 전송 스트림의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소스 데이터 스트림에 대
한 IncomingBytes 및 IncomingRecords 지표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송 스트림에 대해
DataReadFromKinesisStream.Bytes 및 DataReadFromKinesisStream.Records 지표가 방출되는
지도 확인합니다.

를 사용하여 CloudWatch 배송 오류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 CloudWatch 로그를 통한 모니터링” (p. 102).

문제
• Amazon S3에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 (p. 131)
• 데이터가 Amazon Redshift 레드시프트로 전송되지 않음 (p. 132)
• 데이터가 Amazon OpenSearch 서비스로 전송되지 않음 (p. 133)
• Splunk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음 (p. 133)
• 전송 스트림을 CloudWatch 로그, CloudWatch 이벤트 또는AWS IoT 작업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

음 (p. 134)
• 데이터 신선도 지표 증가 중 또는 방출되지 않음 (p. 134)
• Apache Parquet으로의 레코드 형식 변환 실패 (p. 135)
•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데이터 없음 (p. 136)
• HTTP 엔드포인트 문제 해결 (p. 136)

Amazon S3에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
데이터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에 전송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합니다.

• Kinesis DataIncomingBytes Firehose와IncomingRecords 메트릭을 확인하여 데이터가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88)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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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da를 사용한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ExecuteProcessingSuccess
지표를 확인하여 Kinesis Data Firehose가 Lambda 함수 호출을 시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88)을 참조하세요.

• Kinesis Data FirehoseDeliveryToS3.Success 지표를 확인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시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88)을 참조하세요.

• 오류 로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하고, 오류 로그에서 전송 실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102)을 참조하세요.

•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지정된 Amazon S3 버킷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Lambda를 사용한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전송 스트림에 지정된 Lambda 함수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지정된 IAM 역할이 S3 버킷 및 Lambda 함수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

된 경우) 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Amazon 
S3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47)을 참조하세요.

• 데이터 변환을 사용하는 경우 Lambda 함수가 페이로드 크기가 6MB를 초과하는 응답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데이터 변환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가 Amazon Redshift 레드시프트로 전송되지 
않음

데이터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데이터는 Amazon Redshift Redshift에 로드되기 전에 S3 버킷으로 전송됩니다. 데이터가 S3 버킷으로 전송
되지 않은 경우 Amazon S3에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 (p. 13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Kinesis Data FirehoseDeliveryToRedshift.Success 지표를 확인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3 버킷에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데이터 복사를 시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88)을 참조하세요.

• 오류 로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하고, 오류 로그에서 전송 실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102)을 참조하세요.

• Amazon RedshiftSTL_CONNECTION_LOG 테이블을 확인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성공
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테이블에서 사용자 이름을 이용해 연결과 연결 상태를 확
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STL_CONNECTION_LOG.

• 이전 검사에서 연결이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면 Amazon RedshiftSTL_LOAD_ERRORS 테이블을 확
인하여 COPY 실패의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
를 참조하십시오 STL_LOAD_ERRORS.

•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Amazon Redshift 구성이 정확하고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에 지정된 IAM 역할이 Amazon Redshift Redshift가 데이터를 복사하

는 S3 버킷과 데이터 변환을 위한 Lambda 함수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Amazon S3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
여 (p. 47)을 참조하세요.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Virtual Private Cloud (VPC) 에 있는 경우 클러스터에서 Kinesis Data 
Firehose IP 주소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Redshift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48)을 참조하세요.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 데이터 변환을 사용하는 경우 Lambda 함수가 페이로드 크기가 6MB를 초과하는 응답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데이터 변환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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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Amazon OpenSearch 서비스로 전송되지 
않음

데이터가 OpenSearch 서비스 도메인으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를 동시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S3 버킷으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Amazon S3에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 (p. 13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Kinesis DataIncomingBytes Firehose와IncomingRecords 메트릭을 확인하여 데이터가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88)을 참조하세요.

• Lambda를 사용한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Kinesis Data FirehoseExecuteProcessingSuccess
지표를 확인하여 Kinesis Data Firehose가 Lambda 함수 호출을 시도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88)을 참조하세요.

• Kinesis Data FirehoseDeliveryToAmazonOpenSearchService.Success 메트릭을 확인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한 데이터 인덱싱을 시도했는지 확인하십시
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88)을 참조하세요.

• 오류 로깅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활성화하고, 오류 로그에서 전송 실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p. 102)을 참조하세요.

• 전송 스트림의 OpenSearch 서비스 구성이 정확하고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 Lambda를 사용한 데이터 변환이 활성화된 경우 전송 스트림에 지정된 Lambda 함수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송 스트림에 지정된 IAM 역할이 OpenSearch 서비스 클러스터와 Lambda 함수 (데이터 변환이 활성

화된 경우) 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공공 
OpenSearch 서비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51)을 참조하세요.

• 데이터 변환을 사용하는 경우 Lambda 함수가 페이로드 크기가 6MB를 초과하는 응답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데이터 변환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Splunk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음
Splunk 엔드포인트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Splunk 플랫폼이 VPC 있는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해당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VPC에서 Splunk에 대한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 AWS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경우 Classic Load Balancer 밸런서인지 확인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는 Application Load Balancer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쿠키 만료 시한이 비활성화된 기간 기반 고정 세션을 활성화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기간 기반 세션 고정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Splunk 플랫폼 요구사항을 검토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용 Splunk 애드온을 사용하려
면 Splunk 플랫폼 버전 6.6.X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plunk Add-on for Amazon Kinesis 
Firehose를 참조하십시오.

•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와 HTTP 이벤트 수집기 (HEC) 노드 간에 프록시 (Elastic Load Balancing 
또는 기타) 가 있는 경우 고정 세션을 활성화하여 HEC 승인 (ACK) 을 지원하십시오.

• 사용 중인 HEC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 HEC 토큰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nable and disable Event Collector tokens를 참조하십시오.
• Splunk로 전송하는 데이터가 올바른 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HTTP Event 

Collector에 대한 이벤트 형식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 HEC 토큰과 입력 이벤트가 유효한 인덱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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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C 노드에서의 서버 오류 때문에 Splunk로의 업로드에 실패할 때는 요청을 자동으로 재시도하게 됩니
다. 모든 재시도가 실패하면 데이터가 Amazon S3에 백업됩니다. 데이터가 Amazon S3에 나타나는지 확
인하십시오. 이는 이러한 장애를 나타냅니다.

• HEC 토큰에 대해 인덱서 확인을 활성화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덱서 확인 활성화를 참조하
십시오.

•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Splunk 대상HECAcknowledgmentTimeoutInSeconds 구성에서 
의 가치를 높입니다.

•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Splunk 대상RetryOptions 구성에서DurationInSeconds 아래
의 값을 높이십시오.

• HEC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데이터 변환을 사용하는 경우 Lambda 함수가 페이로드 크기가 6MB를 초과하는 응답을 반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데이터 변환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Splunk 파라미터 ackIdleCleanup이 true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파라미터의 기본값은 false

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true로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관리형 Splunk Cloud 배포의 경우, Splunk 지원 포털을 사용하여 사례를 제출합니다. 사례에서, Splunk 

지원 부서에 HTTP 이벤트 수집기를 활성화하고, ackIdleCleanup에서 true을 inputs.conf로 설
정하고, 이 추가 기능에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도록 수정을 요청합니다.

• 배포형 Splunk Enterprise 배포의 경우 ackIdleCleanup 파라미터를 inputs.conf 파
일에서 true로 설정합니다. *nix 사용자의 경우 이 파일은 $SPLUNK_HOME/etc/apps/
splunk_httpinput/local/에 있습니다. Windows 사용자의 경우에는 %SPLUNK_HOME%\etc
\apps\splunk_httpinput\local\에 있습니다.

• 단일 인스턴스 Splunk Enterprise 배포의 경우 ackIdleCleanup 파라미터를 inputs.conf
파일에서 true로 설정합니다. *nix 사용자의 경우 이 파일은 $SPLUNK_HOME/etc/apps/
splunk_httpinput/local/에 있습니다. Windows 사용자의 경우에는 %SPLUNK_HOME%\etc
\apps\splunk_httpinput\local\에 있습니다.

• Splunk Add-on for Amazon Kinesis Firehose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전송 스트림을 CloudWatch 로그, CloudWatch 이벤
트 또는AWS IoT 작업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일부AWS 서비스는 동일한AWS 지역에 있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만 메시지와 이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이 다른 서비스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신선도 지표 증가 중 또는 방출되지 않음
데이터 신선도란 전송 스트림 내 데이터의 최신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데이터를 수집한 시점부터 현재 시간까지 측정한 전송 스트림에서 가장 오래된 데이터 레코드의 기간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데이터 최신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지정된 대상에 대한 데이터 신선도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the section called “ CloudWatch 메트릭을 사용
한 모니터링” (p. 8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이벤트 또는 모든 문서에 대해 백업을 활성화한 경우, 개별 데이터 신선도 지표 두 가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하나는 기본 대상용이고, 다른 하나는 백업용입니다.

데이터 신선도 지표가 방출되지 않는 것은 해당 전송 스트림의 활성 전송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전송
이 완전히 차단되거나 들어오는 데이터가 없을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데이터 신선도 지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데이터 전송이 뒤쳐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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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서 그 전송 속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높은 트래픽으로 인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Amazon S3가 아닌 다른 목적지에서 발
생할 수 있습니다 ( OpenSearch 서비스, Amazon Redshift 또는 Splunk에서 발생할 수 있음). 대상의 용량
이 들어오는 트래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 대상이 느립니다. Kinesis Data Firehose에서 지연 시간이 길어질 경우 데이터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상의 대기 시간 지표를 모니터링합니다.

• Lambda 함수가 느립니다. 이로 인해 전송 스트림의 데이터 수집 속도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Lambda 함수의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가 네트워크 IO를 수행하는 경
우, 다중 스레드 또는 비동기 IO를 사용하여 병렬 처리를 늘립니다. 또한 CPU 할당이 그에 따라 늘어날 수 
있도록 Lambda 함수의 메모리 크기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 Lambda 호출 속도가 빨라
질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Lambda 함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Amazon CloudWatch Logs를 사용하여 오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 CloudWatch 로그를 통한 모니터링” (p. 102).

• 전송 스트림의 데이터 소스가 Kinesis 데이터 스트림인 경우 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hrottledGetRecords, ThrottledGetShardIterator, ThrottledDescribeStream 지표를 확
인하십시오. Kinesis 데이터 스트림에 연결된 소비자가 여럿인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ThrottledGetRecords 및 ThrottledGetShardIterator 지표가 높으면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샤드 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값이ThrottledDescribeStream 높으면 에서 구성된 역할에kinesis:listshards 권한을 추가하

는 것이 좋습니다 KinesisStreamSourceConfiguration.
• 대상에 대한 낮은 버퍼링 힌트입니다. 이로 인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목적지까지 왕복 이동

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버퍼링 힌트의 값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BufferingHints.

• 재시도 기간이 길면 오류가 자주 발생할 때 전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시도 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
다. 이와 함께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줄이십시오. Amazon CloudWatch Logs를 사용하여 오류를 모
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 CloudWatch 로그를 통한 모니
터링” (p. 102).

• 대상이 Splunk이고 DeliveryToSplunk.DataFreshness가 높지만 DeliveryToSplunk.Success는 
양호해 보이는 경우, Splunk 클러스터가 사용 중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Splunk 클러스터를 비우십시오. 
또는AWS 지원팀에 문의하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Splunk 클러스터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채널 수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Apache Parquet으로의 레코드 형식 변환 실패
Set유형이 포함된 DynamoDB 데이터를 가져와서 Lambda를 통해 전송 스트림으로 스트리밍하고 를 사용하
여 레코드 형식을 Apache Parquet으로 변환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AWS Glue Data Catalog

AWS Glue크롤러는 DynamoDB 세트 데이터 유형 (StringSetNumberSet, 및BinarySet) 을 인덱싱할 
때 데이터 카탈로그에 각각SET<STRING>SET<BIGINT>SET<BINARY>, 및 로 저장합니다. 하지만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데이터 레코드를 Apache Parquet 형식으로 변환하려면 Apache Hive 데이터 유형
이 필요합니다. 이 세트 유형은 유효한 Apache Hive 데이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변환이 실패합니다. 변환
이 수행되도록 하려면 데이터 카탈로그를 Apache Hive 데이터 유형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에서 set를 array로 변경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set에서 array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유형을 변경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glue/에서 AWS Glue 콘솔
을 엽니다.

2. 왼쪽 창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머리글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유형을 수정해야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테이블에 대한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세부 정보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키마 편집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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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 유형 열에서 첫 번째 set 데이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6. 열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유형을 set에서 array로 변경합니다.
7. ArraySchema필드에 시나리오에 적합한 데이터 유형에 따

라array<string>array<int>array<binary>, 또는 를 입력합니다.
8. 업데이트(Update)를 선택합니다.
9. 기타 set 유형을 array 유형으로 변환하려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10. 저장을 선택합니다.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데이터 없음
데이터 수집 문제가 없고 전송 스트림에 대해 방출된 지표가 양호해 보이는데도 대상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독자 로직을 확인하십시오. 독자가 모든 데이터를 올바르게 구문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 엔드포인트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일반 HTTP 엔드포인트 대상 및 파트너 대상 (예: Datadog, 
Dynatrace, MongoDB, New Relic, Splunk 또는 Sumo Logic) 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Kinesis Data Firehose
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단계를 설명합니다. LogicMonitor 이 섹션의 목적상 해당하는 모
든 대상을 HTTP 엔드포인트라고 합니다.

Note

이 섹션의 정보는 Splunk, OpenSearch 서비스, S3 및 Redshift와 같은 목적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
다.

CloudWatch 로그
Firehose용CloudWatch 로깅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는 목적지로 전송되는 동안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게시됩니다.

목적지 예외
ErrorCode: HttpEndpoint.DestinationException

{ 
    "deliveryStreamARN": "arn:aws:firehose:us-east-1:123456789012:deliverystream/ronald-
test", 
    "destination": "custom.firehose.endpoint.com...", 
    "deliveryStreamVersionId": 1, 
    "message": "The following response was received from the endpoint destination. 413: 
 {\"requestId\": \"43b8e724-dbac-4510-adb7-ef211c6044b9\", \"timestamp\": 1598556019164, 
 \"errorMessage\": \"Payload too large\"}", 
    "errorCode": "HttpEndpoint.DestinationException", 
    "processor": "arn:aws:lambda:us-east-1:379522611494:function:httpLambdaProcessing"
} 
             

대상 예외는 Firehose가 엔드포인트에 연결하여 HTTP 요청을 할 수 있지만 200 응답 코드를 받지 못했음
을 나타냅니다. 200이 아닌 2xx 응답도 대상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구
성된 엔드포인트에서 수신한 응답 코드 및 잘린 응답 페이로드를 CloudWatch 로그에 기록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수정이나 해석 없이 응답 코드와 페이로드를 기록하므로 Kinesis Data Fireho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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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전송 요청을 거부한 정확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은 엔드포인트의 몫입니다. 이러한 예외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문제 해결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0: Kinesis Data Firehose의 잘못된 구성으로 인해 잘못된 요청을 보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목적지에 
대한 올바른 URL, 공통 속성, 콘텐츠 인코딩, 액세스 키 및 버퍼링 힌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컨피
그레이션에 대한 대상 관련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401: 전송 스트림에 대해 구성한 액세스 키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403: 전송 스트림에 대해 구성한 액세스 키에 구성된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권한이 없음을 나타냅

니다.
• 413: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엔드포인트로 보내는 요청 페이로드가 엔드포인트에서 처리하기

에 너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버퍼링 힌트를 목적지의 권장 크기로 낮춰 보세요.
• 429: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대상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요청을 보내고 있음

을 나타냅니다. 버퍼링 시간을 늘리거나 버퍼링 크기를 늘려 버퍼링 힌트를 세밀하게 조정하세요 (단, 목적
지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

• 5xx: 대상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서비스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
다.

Important

중요: 다음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 권장 사항이지만 특정 엔드포인트마다 응답 코드를 제공하는 이유
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엔드포인트별 권장 사항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잘못된 응답
ErrorCode: HttpEndpoint.InvalidResponseFromDestination

{ 
    "deliveryStreamARN": "arn:aws:firehose:us-east-1:123456789012:deliverystream/ronald-
test", 
    "destination": "custom.firehose.endpoint.com...", 
    "deliveryStreamVersionId": 1, 
    "message": "The response received from the specified endpoint is invalid. Contact 
 the owner of the endpoint to resolve the issue. Response for request 2de9e8e9-7296-47b0-
bea6-9f17b133d847 is not recognized as valid JSON or has unexpected fields. Raw response 
 received: 200 {\"requestId\": null}", 
    "errorCode": "HttpEndpoint.InvalidResponseFromDestination", 
    "processor": "arn:aws:lambda:us-east-1:379522611494:function:httpLambdaProcessing"
}

잘못된 응답 예외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엔드포인트 대상으로부터 잘못된 응답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응답은 응답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전송 
시도를 실패로 간주하고 구성된 재시도 기간이 초과될 때까지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응답 상태가 200 인 경우에도 응답 사양을 따르지 않는 응답을 실패로 간주합니
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와 호환되는 엔드포인트를 개발 중인 경우 응답 사양에 따라 데이터가 성
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유형의 잘못된 응답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잘못된 JSON 또는 예상치 못한 필드: 응답을 JSON으로 제대로 역직렬화할 수 없거나 예상치 못한 필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응답이 콘텐츠로 인코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누락 RequestId: 응답에 RequestID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RequestId 일치하지 않음: 응답의 RequestID가 발신 RequestId와 일치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타임스탬프 누락: 응답에 타임스탬프 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타임스탬프 필드는 문자열

이 아닌 숫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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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헤더 누락: 응답에 “콘텐츠 유형: 애플리케이션/json” 헤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
다. 다른 콘텐츠 유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mportant

중요: Kinesis Data Firehose 요청 및 응답 사양을 따르는 엔드포인트에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타사 서비스로 구성하는 경우 올바른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와 호환
되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엔드포인트는 퍼블릭 통합 엔드포인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독의 Kinesis Data Firehose 엔드포인트는 aws-kinesis-http-
intakehttps://.logs.datadoghq.com/이고 퍼블릭 엔드포인트는 https://api.datadoghq.com/ 입니다.

기타 일반적인 오류
추가 오류 코드 및 정의는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오류 코드: HttpEndpoint. RequestTimeout- 엔드포인트가 응답하는 데 3분 이상 걸렸음을 나타냅니다. 대
상의 소유자인 경우 대상 엔드포인트의 응답 시간을 줄이십시오. 대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에게 문
의하여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예: 요청당 처리되는 데이터가 줄어들도록 
버퍼링 힌트를 줄임).

• 오류 코드: HttpEndpoint. ResponseTooLarge- 응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응답은 헤더를 포함
하여 1MiB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오류 코드: HttpEndpoint. ConnectionFailed- 구성된 엔드포인트와 연결을 설정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구성된 URL에 오타가 있거나,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없거
나, 엔드포인트가 연결 요청에 응답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오류 코드: HttpEndpoint. ConnectionReset- 연결이 이루어졌지만 엔드포인트에 의해 재설정되었거나 조
기에 닫혔음을 나타냅니다.

• 오류 코드: HttpEndpoint .SSLHandshakeFailure - 구성된 엔드포인트에서 SSL 핸드셰이크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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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스트림에서 동적 파티셔닝이 활성화되면 해당 전송 스트림에 대해 생성할 수 있는 활성 파티션 500개
가 기본 할당량이 있습니다. 활성 파티션 수는 전송 버퍼 내의 총 활성 파티션 수입니다. 예를 들어 동적 파
티셔닝 쿼리가 초당 3개의 파티션을 구성하고 60초마다 전달을 트리거하는 버퍼 힌트 구성이 있는 경우 평
균적으로 180개의 활성 파티션을 갖게 됩니다. 데이터가 파티션에 전달되면 이 파티션은 더 이상 활성화되
지 않습니다.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제한 양식을 사용하여 지정된 전송 스트림당 최대 5,000개의 
활성 파티션까지 이 할당량을 늘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이 더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전송 스트림
을 만들어 활성 파티션을 파티션에 분배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스트림에서 동적 파티셔닝이 활성화되면 각 활성 파티션에 대해 초당 1GB의 최대 처리량이 지원됩니
다.

• 기본적으로 각 계정은 지역당 최대 50개의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개수를 초과한 경우 CreateDeliveryStream을 호출하면 LimitExceededException 예외가 발생합
니다. 해당 리전에서 서비스 할당량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할당량을 늘리려면 서비스 할당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rvice Quotas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 증가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지역에
서 Service Quotas 사용할 수 없는 경우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한도 양식을 사용하여 증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Direct PUT이 데이터 소스로 구성된 경우 각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은 PutRecord및
PutRecordBatch요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합산 할당량을 제공합니다.
•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미국 동부 (아일랜드), 아시아 동부 (아일랜드), 아시아 동부 (아일랜드), 

2,000Mesis (아일랜드), 2,000Mesis (아일랜드), 2Mesis (아일랜드), 2Mesis (아일랜드)
• 미국 동부 (캘리포니아 북부), 아시아 태평양 (미국 동부), 아시아 태평양 (미국 동부), 아시아 태평양

AWS GovCloud (서울), 아시아 태평양AWS GovCloud (서울),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
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
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런던)(파리), 유럽 (런던), 유럽 (런던), 
유럽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
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아시아 (밀라노),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려면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제한 양식을 사용하십시
오. 세 할당량은 비례적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미
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미국 동부 (아일랜드) 의 처리량 할당량을 10Mesis (Data 
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Fire) 
로

Important

증가한 할당량이 실행 중인 트래픽보다 훨씬 높을 경우, 대상으로 전송되는 배치가 작아집니다. 
이는 비효율적이며 대상 서비스에서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트래픽과 일
치하는 할당량까지만 늘려야 하며, 트래픽이 증가하면 할당량을 더 늘려야 합니다.

Important

참고로 데이터 레코드가 작을수록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수집 요금
은 서비스에 전송한 데이터 레코드 수에 각 레코드 크기를 가장 가까운 5KB (5120바이트) 로 반올
림한 값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데이터 볼륨 (바이트) 이 동일한 경우 들
어오는 레코드 수가 많으면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신 데이터 볼륨이 5MiB
인 경우 5,000개 이상의 레코드를 통해 5MiB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1,000개의 레코드를 사
용하여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Kinesis Data 
Firehose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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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Kinesis Data Streams 스트림이 데이터 소스로 구성된 경우 이 할당량이 적용되지 않으며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제한 없이 확장 및 축소합니다.

• 각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은 전송 대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소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
우에 대비하여 최대 24시간 동안 데이터 레코드를 저장합니다 DirectPut. 소스가 Kinesis Kinesis Data 
Streams (KDS) 이고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는 KDS 구성에 따라 보존됩니다.

• Base64 인코딩 이전에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로 전송되는 레코드의 최대 크기는 1,000KiB입
니다.

• PutRecordBatch 작업은 호출당 최대 500개의 레코드 또는 호출당 4MiB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둘 중 더 작
은 크기 지원). 이 할당량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작업은 초당 최대 5회의 호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음). CreateDeliveryStream,,
DeleteDeliveryStream, DescribeDeliveryStream,ListDeliveryStreams,
UpdateDestinationTagDeliveryStream, UntagDeliveryStream,
ListTagsForDeliveryStream,StartDeliveryStreamEncryption,
StopDeliveryStreamEncryption.

• Amazon S3 전송을 위한 버퍼 크기 힌트의 범위는 1MB에서 128MB까지입니다.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OpenSearch 서비스) 배송의 경우 1MB에서 100MB 사이입니다. AWS Lambda처리를 위해
BufferSizeInMBs프로세서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0.2MB에서 최대 3MB 사이의 버퍼링 힌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 임계값은 압축 전 버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옵션은 힌트로 취급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최적의 경우 다른 값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버퍼 간격 힌트의 범위는 60초 ~ 900초입니다.
• Kinesis Data Firehose
• Amazon Redshift 및 OpenSearch 서비스 전송의 재시도 지속 시간은 0초에서 7,200초까지입니다.
• Kinesis Data Firehose 엘라스틱서치 버전 1.5, 2.3, 5.1, 5.3, 5.5, 5.6뿐만 아니라 모든 6.* 및 7.* 버전과 아

마존 OpenSearch 서비스 1.x 이상을 지원합니다.
• 대상이 Amazon S3, Amazon Redshift 또는 OpenSearch 서비스인 경우 Kinesis Data Firehose 샤드당 최

대 5개의 미처리 Lambda 호출을 허용합니다. Splunk의 경우 할당량은 샤드당 미처리 Lambda 호출 10회
입니다.

• CUSTOMER_MANAGED_CMK 유형의 CMK를 사용하여 최대 500개의 전송 스트림을 암호화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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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HTTP 엔드포인트 전송 요청 및 
응답 사양

Kinesis Data Firehose가 사용자 지정 HTTP 엔드포인트에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려면 이러한 엔드포
인트가 요청을 수락하고 특정 Kinesis Data Firehose 요청 및 응답 형식을 사용하여 응답을 전송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Kinesis Data Firehose 서비스가 사용자 정의 HTTP 엔드포인트로 보내는 HTTP 요청의 형식 
사양과 Kinesis Data Firehose 서비스에서 예상하는 HTTP 응답의 형식 사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 엔드
포인트는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가 해당 요청을 시간 초과하기 전에 요청에 응답하는 데 3분 정도 
걸립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적절한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응답을 전달 실패로 취급합니다.

주제
• 요청 형식 (p. 141)
• 응답 형식 (p. 143)
• 예제 (p. 145)

요청 형식
경로 및 URL 매개변수

이러한 항목은 단일 URL 필드의 일부로 사용자가 직접 구성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
는 수정 없이 구성된 대로 전송합니다. https 대상만 지원됩니다. URL 제한은 배달 스트림 구성 중에 적
용됩니다.

Note

현재 HTTP 엔드포인트 데이터 전송에는 포트 443만 지원됩니다.
HTTP 헤더 - X-Amz 파이어호스 프로토콜 버전

이 헤더는 요청/응답 형식의 버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유일한 버전은 1.0입니다.
HTTP 헤더 - X-Amz-파이어호스-요청-ID

이 헤더의 값은 디버깅 및 데이터 중복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불투명한 GUID입니다. 엔드포인트 
구현은 성공한 요청과 실패한 요청에 대해 가능한 경우 이 헤더의 값을 기록해야 합니다. 요청 ID는 동일
한 요청의 여러 시도 간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HTTP 헤더 - 콘텐츠 유형

Content-Type 헤더의 값은 항상application/json.
HTTP 헤더 - Content-Encoding

요청을 보낼 때 GZIP을 사용하여 본문을 압축하도록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이 압축을 활성화하면 표준 관행에 따라 Content-Encoding 헤더의 값이 gzip으로 설정됩니다. 
압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Content-Encoding 헤더가 전혀 없습니다.

HTTP 헤더 - Content-Length

이것은 표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HTTP 헤더 - X-Amz 파이어호스-소스-아른:

ASCII 문자열 형식으로 표시되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의 ARN입니다. ARN
은 지역을 인코딩합니다.AWS계정 ID 및 스트림 이름입니다. 예: arn:aws:firehose:us-
east-1:123456789:deliverystream/test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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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헤더 - X-Amz 파이어호스 액세스 키

이 헤더에는 API 키 또는 기타 자격 증명이 들어 있습니다. 배달 스트림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API 
키 (인증 토큰이라고도 함) 를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는 
액세스 키의 크기를 4096바이트로 제한합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어떤 식으로든 이 키
를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구성된 키는 이 헤더의 값에 그대로 복사됩니다.

내용은 임의적일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JWT 토큰 또는 ACCESS_KEY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
트에 다중 필드 자격 증명 (예: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이 필요한 경우 모든 필드의 값은 엔드포인트가 이해
하는 형식 (JSON 또는 CSV) 으로 단일 액세스 키 내에 함께 저장되어야 합니다. 원래 내용이 바이너리
인 경우 이 필드는 base-64로 인코딩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구성된 값을 수
정 및/또는 인코딩하지 않으며 내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HTTP 헤더 - X-Amz-파이어호스-커먼 어트리뷰트

이 헤더는 전체 요청 및/또는 요청 내의 모든 레코드와 관련된 공통 속성 (메타데이터) 을 전달합니다. 전
송 스트림을 생성할 때 사용자가 직접 구성합니다. 이 속성의 값은 다음 스키마를 사용하여 JSON 객체
로 인코딩됩니다.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7/schema#

properties: 
  commonAttributes: 
    type: object 
    minProperties: 0 
    maxProperties: 50 
    patternProperties: 
      "^.{1,256}$": 
        type: string 
        minLength: 0 
        maxLength: 1024     

다음은 그 예입니다:

"commonAttributes": { 
    "deployment -context": "pre-prod-gamma", 
    "device-types": "" 
  } 
                     

바디 - 최대 사이즈

최대 바디 크기는 사용자가 구성하며 압축하기 전에 최대 64MiB까지 가능합니다.
본문 - 스키마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JSON 스키마 (YAML로 작성) 가 있는 단일 JSON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7/schema#

title: FirehoseCustomHttpsEndpointRequest
description: > 
  The request body that the Firehose service sends to 
  custom HTTPS endpoints.
type: object
properties: 
  requestId: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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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as the value in the X-Amz-Firehose-Request-Id header, 
      duplicated here for convenience. 
    type: string 
  timestamp: 
    description: > 
      The timestamp (milliseconds since epoch) at which the Firehose 
      server generated this request. 
    type: integer 
  records: 
    description: > 
      The actual records of the Delivery Stream, carrying  
      the customer data. 
    type: array 
    minItems: 1 
    maxItems: 10000 
    items: 
      type: object 
      properties: 
        data: 
          description: > 
            The data of this record, in Base64. Note that empty 
            records are permitted in Firehose. The maximum allowed 
            size of the data, before Base64 encoding, is 1024000 
            bytes; the maximum length of this field is therefore 
            1365336 chars. 
          type: string 
          minLength: 0 
          maxLength: 1365336

required: 
  - requestId 
  - records 
                     

다음은 그 예입니다:

{ 
  "requestId": "ed4acda5-034f-9f42-bba1-f29aea6d7d8f", 
  "timestamp": 1578090901599 
  "records": [ 
    { 
      "data": "aGVsbG8=" 
    }, 
    { 
      "data": "aGVsbG8gd29ybGQ=" 
    } 
  ]
} 
                     

응답 형식
오류 시 기본 동작

응답이 아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Kinesis Firehose 서버는 본문이 없는 500 상태 코드가 있는 
것처럼 처리합니다.

상태 코드

HTTP 상태 코드는 2XX, 4XX 또는 5XX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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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sis Data Firehose 서버는 리디렉션 (3XX 상태 코드) 을 따르지 않습니다. 응답 코드 200만 HTTP/
EP에 레코드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응답 코드 413 (크기 초과) 은 영구 실패로 간
주되며 구성된 경우 레코드 배치가 오류 버킷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응답 코드는 검색 가능
한 오류로 간주되며 나중에 설명하는 백오프 재시도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헤더 - 콘텐츠 유형

Content-Length 유형은 application/json뿐입니다.
HTTP 헤더 - Content-Encoding

콘텐츠 인코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체는 반드시 압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HTTP 헤더 - Content-Length

응답에 본문이 있는 경우 Content-Length 헤더가 있어야 합니다.
바디 - 최대 사이즈

응답 본문의 크기는 1MiB 이하여야 합니다.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7/schema#

title: FirehoseCustomHttpsEndpointResponse

description: > 
  The response body that the Firehose service sends to 
  custom HTTPS endpoints.
type: object
properties: 
  requestId: 
    description: > 
      Must match the requestId in the request. 
    type: string 
   
  timestamp: 
    description: > 
      The timestamp (milliseconds since epoch) at which the 
      server processed this request. 
    type: integer 
    
  errorMessage: 
    description: > 
      For failed requests, a message explaining the failure. 
      If a request fails after exhausting all retries, the last  
      Instance of the error message is copied to error output 
      S3 bucket if configured. 
    type: string 
    minLength: 0 
    maxLength: 8192
required: 
  - requestId 
  - timestamp 
                     

다음은 그 예입니다:

Failure Case (HTTP Response Code 4xx or 5xx)
{ 
  "requestId": "ed4acda5-034f-9f42-bba1-f29aea6d7d8f", 
  "timestamp": "1578090903599", 
  "errorMessage": "Unable to deliver records due to unknown 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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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HTTP Response Code 200)
{ 
  "requestId": "ed4acda5-034f-9f42-bba1-f29aea6d7d8f", 
  "timestamp": 1578090903599
} 
                     

오류 응답 처리

모든 오류에서 Kinesis Data Firehose 서버는 지수 백오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동일한 레코드 배치의 
전달을 다시 시도합니다. 재시도는 지터 계수가 (15%) 인 초기 백오프 시간 (1초) 을 사용하여 백업되며 
이후의 각 재시도는 지터가 추가된 공식 (초기-백오프 시간* (승수 (2) ^ retry_count)) 을 사용하여 백업됩
니다. 백오프 시간은 최대 2분 간격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n'번째 재시도에서 백 오프 시간은 최대 
(120초, (1 * (2^n)) * 임의 (0.85, 1,15) 입니다.

이전 방정식에 지정된 매개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AWS정확한 초기 백
오프 시간, 최대 백오프 시간, 승수 및 지터 백분율에 대한 Firehose 문서입니다.

이후의 각 재시도에서 레코드가 전달되는 액세스 키 및/또는 대상이 전송 스트림의 업데이트된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서비스는 재시도 전체에서 동일한 요청-ID를 최선의 방
법으로 사용합니다. 이 마지막 기능은 HTTP 엔드포인트 서버에서 데이터 중복 제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 스트림 구성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시간 이후에도 요청이 전달되지 않으면 스트림 구성
에 따라 레코드 일괄 처리를 선택적으로 오류 버킷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제
CWLog 소스 요청의 예:

{ 
  "requestId": "ed4acda5-034f-9f42-bba1-f29aea6d7d8f", 
  "timestamp": 1578090901599, 
  "records": [ 
   { 
    "data": { 
      "messageType": "DATA_MESSAGE", 
      "owner": "123456789012", 
      "logGroup": "log_group_name", 
      "logStream": "log_stream_name", 
      "subscriptionFilters": [ 
        "subscription_filter_name" 
      ], 
      "logEvents": [ 
        { 
          "id": "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 
          "timestamp": 1510109208016, 
          "message": "log message 1" 
        }, 
        { 
          "id": "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6789012345", 
          "timestamp": 1510109208017, 
          "message": "log message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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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록
다음 표에서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설명서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변경 날짜

동적 파티셔닝 지원 
추가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스트리밍 데이터의 연
속 동적 파티셔닝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동적 분
할 분할 (p. 70) 단원을 참조하세요.

2021년 8월 31일

고객 접두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Amazon S3 S3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지정 접
두사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식에 대한 주제를 추
가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Amazon S3 접두사 (p. 115) 단원
을 참조하세요.

2018년 12월 20일

Kinesis Data 
Firehose 자습서를 추
가했습니다.

Kinesis Data Firehose 를 통해 Splunk로 Amazon VPC 흐
름 로그를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습서를 추가했습니
다. 자습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사용하여 VPC 
흐름 로그를 Splunk로 전송 (p. 125) 단원을 참조하세요.

2018년 10월 30일

Kinesis Data 
Firehose 리전 4곳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파리, 뭄바이, 상파울루, 런던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p. 139)을 참조하십
시오.

2018년 27월 6일

Kinesis Data 
Firehose 리전 2곳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서울과 몬트리올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p. 139)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13월 6일

새로운 기능 - 소스로
서의 Kinesis 스트림

Firehose 전송 스트림에서 Kinesis 스트림이 레코드에 대
한 소스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소스, 대상 및 이
름 (p. 5)을 참조하십시오.

2017년 8월 18일

콘솔 설명서 업데이트 전송 스트림 생성 마법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
성 (p. 5)을 참조하십시오.

2017년 7월 19일

새로운 데이터 변환 Kinesis Data Firehose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데이터
를 변환하도록 을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ata Firehose Data 
F (p. 67)을 참조하십시오.

2016년 19월 12일

새로운 Amazon 
Redshift COPY 재시
도

Kinesis Data Firehose Copy 명령이 실패하면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로 다시 시도하도록 을 (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
송 스트림 생성 (p. 5),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ata 
전송 (p. 82),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p. 139) 단원
을 참조하세요.

2016년 5월 18일

Kinesis Data 
Firehose 대상, 
Amazon OpenSearch 
서비스

Amazon에서 전송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OpenSearch 목적지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p. 5),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ata 전송 (p. 82),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공공 OpenSearch 서비스 대상
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51) 단원을 참조하세요.

2016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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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변경 날짜

새롭게 향상된 기능 
CloudWatch 측정치 
및 문제 해결 기능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p. 88) 및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문제 해결 (p. 131)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16년 4월 19일

Kinesis Agentinesis Kinesis Agent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쓰
기 (p. 30) 단원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Kinesis Agent Kinesis Agent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쓰
기 (p. 30)을 추가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최초 릴리스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초기 릴리스개발자 안내서. 2015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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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AWS 최신 용어는 AWS 일반 참조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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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cxlix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Table of Contents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무엇인가요?
	핵심 개념
	데이터 흐름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WS에 가입
	선택 사항: 라이브러리 및 도구 다운로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소스, 대상 및 이름
	레코드 변환 및 레코드 형식 변환
	목적지 설정
	목적지로 Amazon S3를 선택하세요
	목적지로 Amazon Redshift 선택하세요
	목적지에 맞는 OpenSearch 서비스 선택
	목적지로 OpenSearch 서버리스를 선택하세요
	목적지로 사용할 HTTP 엔드포인트 선택
	목적지에 맞는 Datadog을 선택하세요
	목적지에 맞는 허니콤을 선택하세요
	목적지로 Coralogix를 선택하세요
	목적지로 다이나트레이스를 선택하세요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LogicMonitor
	목적지로 Logz.io를 선택하십시오.
	목적지로 MongoDB 클라우드를 선택하세요
	목적지에 맞는 뉴렐릭을 선택하세요
	Splunk를 대상으로 선택
	목적지에 맞는 스모 로직을 선택하세요
	목적지에 맞는 Elastic을 선택하세요

	Backup 및 고급 설정
	Backup 설정
	고급 설정


	샘플 데이터를 이용한 전송 스트림 테스트
	사전 조건
	Amazon S3 대상으로 사용하여 테스트
	Amazon Redshift Redshift를 대상으로 사용한 테스트
	를 이용하여 테스트OpenSearch목적지로서의 서비스
	Splunk를 대상으로 사용한 테스트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으로 데이터 전송
	Kinesis Data Kinesis Data Streams 사용하여 Firehose에 쓰기
	Kinesis Agent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쓰기
	사전 조건
	자격 증명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
	에이전트 다운로드 및 설치
	에이전트 구성 및 시작
	에이전트 구성 설정
	여러 파일 디렉터리 모니터링 및 여러 스트림에 쓰기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사전 처리
	에이전트 CLI 명령

	를 이용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쓰기AWSSDK
	PutRecord를 이용한 단일 쓰기 작업
	PutRecordBatch를 이용한 일괄 쓰기 작업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에 쓰기
	CloudWatch Events 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작성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쓰기AWS IoT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보안
	Amazon Kinesis Data Firehose의 데이터 보호
	Kinesis Data Streams 소스로 사용하는 서버 측 암호화
	Direct PUT 또는 다른 데이터 원본을 사용한 서버 측 암호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통한 액세스 제어
	애플리케이션에 Kinesis Data Firehose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Kinesis Data Firehose IAM 역할을 맡도록 허용
	데이터 형식 변환을AWS Glue 위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액세스 권한 부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Amazon S3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Redshift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IAM 역할 및 액세스 정책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대한 VPC 액세스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공공 OpenSearch 서비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Kinesis Data Firehose VPC의 OpenSearch 서비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퍼블릭 OpenSearch 서버리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VPC의 OpenSearch 서버리스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Kinesis Data Firehose Splunk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VPC에서 Splunk에 액세스
	Kinesis Data Firehose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Amazon S3 대상에 대한 교차 계정 전송
	OpenSearch서비스 목적지로의 교차 계정 배송
	태그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CreateDeliveryStream
	TagDeliveryStream
	UntagDeliveryStream
	ListDeliveryStreams
	기타 Kinesis Data Firehose 운영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규정 준수 검증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레질리언스
	재해 복구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의 인프라 보안
	VPC 엔드포인트(PrivateLink)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보안 모범 사례
	최소 권한 액세스 구현
	IAM 역할 사용
	종속 리소스에서 서버 측 암호화 구현
	API 호출을 CloudTrail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ata Firehose Data F
	데이터 변환 흐름
	데이터 변환 및 상태 모델
	Lambda 블루프린트
	데이터 변환 실패 처리
	Lambda 호출 기간
	소스 레코드 백업

	Kinesis Data FireFirehose의 동적 분할 기능 사용 방법
	파티션 키 사용 방법
	인라인 파싱으로 파티셔닝 키 생성
	AWS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파티셔닝 키 생성

	동적 파티셔닝을 위한 Amazon S3 버킷 접두사
	집계된 데이터의 동적 파티셔닝
	S3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새 줄 구분 기호 추가
	동적 분할 사용 방법
	동적 분할 오류 처리 오류 처리
	데이터 버퍼링 및 동적 분할 및 분할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입력 레코드 형식 변환
	레코드 형식 변환 요구 사항
	JSON Deserializer 선택
	Serializer 선택
	입력 레코드 형식 변환(콘솔)
	입력 레코드 형식 변환(API)
	레코드 형식 변환 오류 처리
	레코드 형식 변환 예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
	전송 스트림에서 읽는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 생성
	Kinesis Data Analytics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전송 스트림으로 쓰기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Data 전송
	데이터 전송 형식
	데이터 전송 빈도
	데이터 전송 실패 처리
	Amazon S3 객체 이름 포맷
	OpenSearch 서비스 대상의 인덱스 로테이션
	HTTP 엔드포인트 대상에 대한AWS 계정 간 및AWS 지역 간 전송
	중복된 레코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동적 파티셔닝 CloudWatch 지표
	데이터 전달 CloudWatch 지표
	배송 및 OpenSearch 서비스
	OpenSearch서버리스로 전송
	Amazon Redshift 레드시프트로 배송
	Amazon S3 S3로 배송
	Splunk에 전송
	HTTP 엔드포인트로 전송

	데이터 수집 측정치
	Kinesis Data Streams 단원을 통한 Data Streams
	Direct PUT을 통한 데이터 수집

	API 수준 CloudWatch 지표
	데이터 변환 CloudWatch 지표
	포맷 전환 CloudWatch 지표
	서버 측 암호화 (SSE) CloudWatch 지표
	Kinesis Data Firehose
	Kinesis Data Firehose 사용 지표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액세스 CloudWatch
	CloudWatch 경보 모범 사례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모니터링
	데이터 전송 오류
	Amazon S3 데이터 전송 오류
	Amazon Redshift Data 전송 오류
	Splunk 데이터 전송 오류
	HTTPS 엔드포인트 데이터 전송 오류
	아마존 OpenSearch 서비스 데이터 전송 오류

	Lambda 호출 오류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CloudWatch 로그 액세스

	Kinesis 에이전트 Health 모니터링
	를 통한 모니터링 CloudWatch

	을 사용하여 Kinesis Data Firehose API 호출 로깅하기AWS CloudTrail
	Kinesis Data Firehose 정보 CloudTrail
	예: Kinesis Data Firehose 로그 파일 항목



	Amazon S3 객체에 대한 사용자 지정 접두사
	timestamp 네임스페이스
	firehose 네임스페이스
	partitionKeyFromLambda과partitionKeyFromQuery네임스페이스
	의미 체계 규칙
	접두사의 예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사용AWS PrivateLink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용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AWS PrivateLink)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용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AWS PrivateLink) 사용
	가용성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서 전송 스트림에 태그 지정
	태그 기본 사항
	태그 지정을 사용하여 비용 추적
	태그 제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API를 사용하여 전송 스트림에 태그 지정

	자습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사용하여 VPC 흐름 로그를 Splunk로 전송
	1단계: 아마존 VPC 아마존으로 로그 데이터 전송 CloudWatch
	2단계: Splunk를 대상으로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3단계: 아마존에서 데이터 전송 CloudWatch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4단계: Splunk와 Kinesis Data Firehose 파이어호스에서 결과 확인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문제 해결
	Amazon S3에 전송되지 않은 데이터
	데이터가 Amazon Redshift 레드시프트로 전송되지 않음
	데이터가 Amazon OpenSearch 서비스로 전송되지 않음
	Splunk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음
	전송 스트림을 CloudWatch 로그, CloudWatch 이벤트 또는AWS IoT 작업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데이터 신선도 지표 증가 중 또는 방출되지 않음
	Apache Parquet으로의 레코드 형식 변환 실패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데이터 없음
	HTTP 엔드포인트 문제 해결
	CloudWatch 로그
	목적지 예외
	잘못된 응답
	기타 일반적인 오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부록 - HTTP 엔드포인트 전송 요청 및 응답 사양
	요청 형식
	응답 형식
	예제

	문서 기록
	AWS 용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