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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이란 무엇입니
까?

AWS Ground Station은 위성 통신을 제어하고,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고, 위성 작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종합 관
리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자체 지상국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하면 자체 지상국을 운영 및 유지 관리하면서 리소스를 소비하는 대신 위성 데이
터를 수집하고 서버를 동적으로 확장하는 새 애플리케이션과 스토리지 사용을 통해 빠른 혁신과 실험에 초점
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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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로 데이터 전송

AWS Ground Station의 작동 방식
위성 예약은 접촉이라고도 합니다. 위성은 접촉 중에 AWS Ground Station 안테나와 통신합니다. 위치, 시간 
및 미션 정보를 지정하여 API 또는 AWS 콘솔을 통해 접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와 주고받거나 계정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 안
에 비동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접촉 중에 AWS Ground Station 안테나가 구성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구성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션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고,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
어야 하며, 데이터를 어디로 전송해야 하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로 데이터 전송
Amazon S3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연락처 데이터가 계정의 Amazon S3 S버킷에 비동기적으로 전송됩니
다. 연락처 데이터는 패킷 캡처 (pcap) 파일로 전달되어 연락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SDR) 
로 재생하거나 pcap 파일에서 페이로드 데이터를 추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하드웨어에서 연
락처 데이터를 수신하면 원하는 경우 연결 중에 연락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pcap 파일이 30초마다 
Amazon S3 버킷으로 전송됩니다. 수신한 후에는 자체 사후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
나 Amazon SageMaker 또는 Amazon Rekognition Rekognition과 같은 다른 AW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Amazon S3로의 데이터 전송은 위성에서 데이터를 다운링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Amazon 
S3에서 위성으로 데이터를 업링크할 수는 없습니다.

Amazon EC2 데이터 전송
Amazon EC2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연락처 데이터가 Amazon EC2 인스턴스로 또는 Amazon EC2 인스턴스
에서 스트리밍됩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사후 처리를 위해 데이
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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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추가 정보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하면 위성 통신을 통해 125개 이상의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
조합니다.

• 최대 54MHz 대역폭의 S 대역(2200~2300MHz) 또는 X 대역(7750~8400MHz)에서 협대역 RF 데이터를 수
신할 수 있습니다.
• S 대역 RF 데이터는 VITA-49 신호 데이터/IP 형식의 디지털 스트림으로 디지털화 및 제공됩니다.
• X 대역 중간 주파수(IF) 데이터는 VITA-49 신호 데이터/IP 형식의 디지털 스트림으로 디지털화 및 제공

됩니다.
• 최대 500MHz 대역폭의 X 대역(7750~8400MHz)에서 광대역 복조/디코딩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X 대역 중간 주파수(IF) 데이터는 VITA-49 확장 데이터/IP 형식의 디지털 스트림으로 복조, 디코딩 및 제
공됩니다.

•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를 통해 40MHz ~ 400MHz 대역폭의 광대역 디지털 중간 주파수 (DigIf) 데이
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및 광대역 DigIf 데이터 전송에??? (p. 20)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

하십시오.
• 최대 54MHz 대역폭의 S 대역(2025~2120MHz)에서 RF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RF 데이터는 VITA-49 신호 데이터/IP 형식의 디지털 스트림으로 AWS Ground Station에 제공됩니다.
• AWS Ground Station을 지원하는 AWS 리전에서 AWS Ground Station을 실행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리전 

목록을 보려면 글로벌 인프라 리전 표를 참조하십시오.
• 안테나와 동일한 지역에서 실행되는 Amazon EC2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지역 간 데이터 전송

을 사용하여 안테나에서 원하는 AWS 지역의 Amazon EC2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현
재 사용할 수 있는 antenna-to-destination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us-east-2) -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us-west-2)
•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us-west-2) -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us-east-2)

서비스 약관
고객은 고객이 소유하거나 라이센스 받거나 기타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고객 콘텐츠를 저장(store), 검
색(retrieve), 조회(query), 서브(serve) 및 실행(execute)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본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약관에서 (a) "귀하의 콘텐츠"는 모든 "회사 콘텐츠" 및 모든 "고객 콘텐츠"를 포함하며 (b) "AWS 콘텐
츠"는 "Amazon 재산"을 포함합니다. 서비스의 일환으로 당사 또는 제3자 라이선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 포함)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판매 또는 유통되는 것이 아니며 본건 서비스의 일부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명시적인 승인 없이 본건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전송할 수 없다.

핵심 구성 요소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구성 및 미션 프로파일은 AWS Ground Station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
한 구성 요소는 접촉을 예약하는 방법, 안테나가 위성과 통신하는 방법 및 데이터가 전달되는 위치를 결정합
니다. AWS Ground Station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섹션에 예
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제
•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p. 4)
• 구성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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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 미션 프로파일 (p. 9)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는 접촉 중에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스트리밍할 위치를 정의합니다. 엔드포인트는 접
촉을 실행할 때 선택한 이름으로 식별됩니다. 이러한 이름은 고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미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동시에 여러 접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목록 주소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name - 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의 IP 주소입니다.
• port - 연결할 포트입니다.

엔드포인트의 보안 세부 정보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roleArn - VPC에서 ENI(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AWS Ground Station에서 맡을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이러한 ENI는 접촉 중에 스트리밍되는 데이터의 수신 및 송신 
지점 역할을 합니다.

• securityGroupIds -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보안 그룹입니다.
• subnetIds - AWS Ground Station이 스트림을 인스턴스에 전송하기 위해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배치하는 서브넷의 목록입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는 항상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일부로 생성됩니다. 여러 데이터 흐름 엔드
포인트를 한 그롭에 포함시키면 지정된 엔드포인트를 단일 접촉 중에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접촉에서 세 개의 개별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 미션 
프로파일의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과 일치하는 세 개의 엔드포인트가 단일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
룹에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에 있는 하나 이상의 리소스가 접촉에 사용 중이면 전체 그룹이 해당 접촉의 기
간에 예약됩니다. 여러 컨택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컨택은 서로 다른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
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은 해당 그룹을 사용하여 연락을 스케줄링할 수 있는HEALTHY 상태여야 합니다. 
아래에는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이HEALTHY 상태가 아닐 수 있는 이유와 취해야 할 적절한 수정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 NO_REGISTERED_AGENT-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에이전트가 등록됩니다. 이 호출이 성공하려면 유효
한 컨트롤러 구성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에??? (p. 20)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

• INVALID_IP_OWNERSHIP- DeleteDataflowEndpointGroup API를 사용하여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을 
삭제한 다음 CreateDataflowEndpointGroup API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와 연결된 IP 주소 및 포트를 사
용하여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을 다시 생성합니다.

• UNVERIFIED_IP_OWNERSHIP- IP 주소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 NOT_AUTHORIZED_TO_CREATE_SLR- 계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에서 
문제 해결 단계를 확인하세요.??? (p. 87)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Dataflow 엔
드포인트 그룹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그룹 CloudFormation 리소스 유형
• 데이터플로우 엔드포인트 그룹AWS CLI 참조
• 데이터플로우 엔드포인트 그룹 API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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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구성은 AWS Ground Station가 접촉의 각 측면에 대한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리소스입니다. 원하
는 구성을 미션 프로파일에 추가하면 접촉을 실행할 때 해당 미션 프로파일이 사용됩니다. 여러 갖 유형의 구
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구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구성 유형에 대한 설명서 링
크도 아래에 제공됩니다.

• AWS::GroundStation::Config CloudFormation 리소스 유형
• ConfigAWS CLI 레퍼런스
• Config API 레퍼런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
Note

Dataflow 엔드포인트 구성은 Amazon EC2로의 데이터 전송에만 사용되며 Amazon S3로의 데이터 
전송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Dataflow 엔드포인트 구성을 사용하여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에서 어떤 Dataflow 엔드포인트를 어떤 
데이터 플로우 엔드포인트에서 (p. 4) 어떤 데이터 플로우로 연결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의 두 파라미터는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의 이름과 영역을 지정합니다. 연락처를 예약할 때 
지정한 미션 프로필을AWS Ground Station (p. 9) 분석하여 임무 프로필에 포함된 Dataflow 엔드포인트
구성에 지정된 모든 Dataflow 엔드포인트를 포함하는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Dataflow 엔드포인트 구성의dataflowEndpointName 속성은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어떤 
Dataflow 엔드포인트가 접촉 중에 어떤 데이터로 이동하거나 어떤 데이터로부터 전송되는지를 지정합니다.

dataflowEndpointRegion속성은 Dataflow 엔드포인트가 있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Dataflow 엔드포인
트 구성에 리전이 지정된 경우 는 지정된 리전에서 Dataflow 엔드포인트를AWS Ground Station 찾습니다. 
리전을 지정하지AWS Ground Station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접점의 그라운드 스테이션 리전을 사용합니다. 
Dataflow 엔드포인트의 지역이 연락처의 그라운드 스테이션 지역과 같지 않은 경우 연락처는 교차 지역 데이
터 전송 (p. 61) 연락처로 간주됩니다.

IAM 역할에는groundstation.amazonaws.com 서비스 주체가 이 역할을 수임하도록 허용하는 신뢰 정
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예제 신뢰 정책 (p. 5) 섹션을 참조하세요. 엔드포인트 생성 중에는 엔드포인트 
리소스 ID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뢰 정책은 별표 (*) 를 사용해야 your-endpoint-id하며 생성 후 엔드포
인트 리소스 ID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Dataflow 엔
드포인트 구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Config DataflowEndpointConfig CloudFormation 재산
• ConfigAWS CLI 참조 (dataflowEndpointConfig -> (structure)섹션 참조)
• DataflowEndpointConfig API 참조

트러스트 정책 예제

역할의 신뢰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 관리를 참조하세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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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groundstation.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your-account-id" 
        }, 
        "ArnLike": { 
          "aws:SourceArn": "arn: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region:your-account-
id:dataflow-endpoint-group/your-endpoint-id" 
        } 
      } 
    } 
  ]
} 
           

S3 레코딩 Config
Note

S3 기록 구성은 Amazon S3로의 데이터 전송에만 사용되며 Amazon EC2로의 데이터 전송에는 사
용되지 않습니다.

S녹화 구성을 사용하여 다운링크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하는 Amazon S3 S버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3 
기록 구성의 두 파라미터는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으로 전송할 때AWS Ground Station 맡을 Amazon S3 
버킷과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IAM 역할과 Amazon S3 S버킷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Amazon S3 S버킷 이름은 로 시작해야 합니다aws-groundstation.
• IAM 역할에는groundstation.amazonaws.com 서비스 주체가 이 역할을 수임하도록 허용하는 신뢰 정

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예제 신뢰 정책 (p. 6) 섹션을 참조하세요. 구성 생성 중에는 구성 리소스 ID
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뢰 정책은 별표 (*) 를 사용해야 your-config-id하며, 구성 리소스 ID를 생성한 
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IAM 역할에는 해당 역할이 버킷에서 작업을 수행하고s3:PutObject 버킷의 객체에
서s3:GetBucketLocation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IAM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Amazon S3 버킷
에 버킷 정책이 있는 경우 버킷 정책도 IAM 역할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아래 예제 
역할 정책 (p. 7) 섹션을 참조하세요.

트러스트 정책 예제

역할의 신뢰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 관리를 참조하세
요.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groundstation.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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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SourceAccount": "your-account-id" 
        }, 
        "ArnLike": { 
          "aws:SourceArn": "arn:aws:groundstation:config-region:your-account-id:config/s3-
recording/your-config-id" 
        } 
      } 
    } 
  ]
} 
           

역할 정책 예시

역할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관리를 참조
하세요.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BucketLocation" 
      ], 
      "Resource": [ 
        "arn:aws:s3:::your-bucket-name" 
      ]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your-bucket-name/*" 
      ] 
    } 
  ]
}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S3 기록 구
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Config S3RecordingConfig CloudFormation 프로퍼티
• ConfigAWS CLI 참조 (s3RecordingConfig -> (structure)섹션 참조)
• S3RecordingConfig API 레퍼런스

추적 구성
미션 프로파일에서 추적 구성을 사용하여 접촉 중에 자동 추적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에는 autotrack이라는 단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autotrack 파라미터에는 다음과 같은 값이 있습
니다.

• REQUIRED - 자동 추적이 접촉에 필수입니다.
• PREFERRED - 자동 추적이 접촉에 선호되지만, 자동 추적이 없더라도 접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REMOVED - 자동 추적을 접촉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7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manage.html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groundstation-config-s3recordingconfig.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reference/groundstation/create-confi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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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구성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구성 추적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Config TrackingConfig CloudFormation 재산
• ConfigAWS CLI 참조 (trackingConfig -> (structure)섹션 참조)
• TrackingConfig API 참조

안테나 다운링크 구성
안테나 다운링크 구성을 사용하여 접촉 중에 다운링크할 안테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운링크 접촉 
중에 사용해야 하는 주파수, 대역폭 및 편광을 지정하는 스펙트럼 구성으로 구성됩니다. 다운링크 사용 사례
에 복조 또는 디코딩이 필요한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 (p. 8).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안테나 다
운링크 구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Config AntennaDownlinkConfig CloudFormation 재산
• ConfigAWS CLI 참조 (antennaDownlinkConfig -> (structure)섹션 참조)
• AntennaDownlinkConfig API 참조

안테나 다운링크 복조 디코드 구성
안테나 다운링크 복조 디코드 구성은 복조 또는 디코드를 통해 다운링크 접촉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더 복잡하고 사용자 지정 가능한 구성 유형입니다. 이러한 접촉 유형을 실행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AWS 
Ground Station 팀에 문의하십시오. 사용 사례에 적합한 구성 및 미션 프로필을 정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
다.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안테나 다
운링크 데모 디코드 구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Config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CloudFormation 재산
• ConfigAWS CLI 참조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 (structure)섹션 참조)
• AntennaDownlinkDemodDecodeConfig API 참조

안테나 업링크 구성
안테나 업링크 구성을 사용하여 접촉 중에 업링크용 안테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편광 및 표적 유
효 등방성 복사 전력 (EIRP) 이 포함된 스펙트럼 구성으로 구성됩니다. 업링크 루프백용 연락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 (p. 8).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안테나 업
링크 구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Config AntennaUplinkConfig CloudFormation 재산
• ConfigAWS CLI 참조 (antennaUplinkConfig -> (structure)섹션 참조)
• AntennaUplinkConfig API 참조

업링크 에코 Config
업링크 에코 구성은 업링크 에코를 실행하는 방법을 안테나에 알립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다시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로 보내는 신호가 에코됩니다. 업링크 에코 구성에는 업링크 구성의 ARN이 포함됩니다. 안테나
는 업링크 에코를 실행할 때 ARN이 가리키는 업링크 구성의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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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groundstation-config-trackingconfig.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reference/groundstation/create-confi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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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미션 프로파일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업링크 에
코 구성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Config UplinkEchoConfig CloudFormation 재산
• ConfigAWS CLI 참조 (uplinkEchoConfig -> (structure)섹션 참조)
• UplinkEchoConfig API 참조

미션 프로파일
미션 프로파일에는 접촉이 실행되는 방법에 대한 구성과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촉을 예약하거나 
이용 가능한 접촉을 검색할 때 사용하려는 미션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미션 프로파일은 모든 구성을 한데 
모아 안테나 구성 방식과 접촉 시 데이터가 어디로 이동할지 정의합니다.

구성 추적 (p. 7) 외에도 모든 구성은 미션 프로필dataflowEdges 필드에 포함됩니다. 데이터 흐름 엣
지 하나가 ARN 두 개의 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 구성이고 두 번째는 종료 구성입니다. 두 구성 간에 데이
터 흐름 엣지를 지정하면 접촉 중 데이터가 송수신 되는 위치를 AWS Ground Station에 알리는 것입니다. 추
적 구성은 데이터 흐름 엣지의 일부로 사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필드로 지정됩니다.

미션 프로파일의 name 필드는 생성하는 미션 프로파일 간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CloudFormationAWS Command Line Interface, 또는AWS Ground Station API를 사용하여 임무 프로
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AWS::GroundStation::MissionProfile CloudFormation 리소스 유형
• 미션 프로필AWS CLI 참조
• 미션 프로필 API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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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properties-groundstation-config-uplinkechoconfig.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reference/groundstation/create-confi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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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Ground Station 스테이션을 위한 AWS 리전 찾기

AWS Ground StationLocations
고객은 다음 위치에서 AWS Ground Station 안테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오레
곤), 유럽 (오하이오) 및 유럽 (파리) 및 남아메리카 (Punta Arenas) [미리 보기]

고객은 다음 리전에서 AWS Ground Station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연락처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미국 서부 (오레곤), 유럽 (오하이오), 유럽 (파리), 유럽 (파리), 유럽 (아일랜드),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및 
유럽 (버지니아 북부), 유럽 (파리) 및 남아메리카 (싱가포르) 및 남아메리카 (상파울루) [미리 보기]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더 많은 지역과 안테나 위치가 곧 제공 될 예정입니다.

참고: AWS Ground Station 리소스는 이전 단락에서 언급한 AWS Ground Station 콘솔을 호스팅하는 리전에
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제
• Ground Station 스테이션을 위한 AWS 리전 찾기 (p. 10)

Ground Station 스테이션을 위한 AWS 리전 찾기
AWS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Ground Station 위치가 포함됩니다.AWS 리전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국 위치 중 하나에 연락처를 나열하고 예약하는 것은 지상국이 연결된 AWS 
리전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스테이션의 AWS 리전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AWS Ground Station콘솔 
페이지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필터 및 연락처 표 모두에 Ground Station의 AWS 리전을 표시할 때 Ground 
Station의 AWS 리전을 표시합니다. AWS SDK에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의 AWS 리전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ListGroundStation응답. 마지막으로 AWS CLI에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의 AWS 리전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list-ground-stations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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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s.amazon.com/about-aws/global-infrastructure/regions_az/
https://docs.aws.amazon.com/ground-station/latest/APIReference/API_ListGroundStations.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reference/groundstation/list-ground-stations.html


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AWS 리전 외부에 위치한 Ground Station 예

주제
• AWS 리전 외부에 위치한 Ground Station 예 (p. 11)

AWS 리전 외부에 위치한 Ground Station 예
하와이 1은 연결된 AWS 리전에 물리적으로 위치하지 않는 Ground Station 위치의 예입니다. 하와이 1 
Ground Station 미국 하와이에 있지만 us-west-2 (오레곤) AWS 리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Hawaii 1을 사용
하여 연락처를 나열하고 예약하려면미션 프로파일 (p. 9)us-west-2 (오레곤) AWS 리전에서 구성되고AWS 
Ground Station콘솔,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열 및연락처 예약 (p. 41)하와이 1의 경우AWS Ground Station콘솔을 사용해야 합니다.AWS Ground 
Stationus-west-2 (오레곤) 리전에서 콘솔.

• AWS CLI를 사용하여 하와이 1의 연락처를 나열하고 예약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여 리전을 us-west-2로 지
정해야 합니다.--region CLI 인수.

• AWS SDK를 사용하여 하와이 1의 연락처를 나열하고 예약하려면 클라이언트의 리전을 us-west-2로 설정
해야 합니다. 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사용 중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을 사용하여 이를 설정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avaScript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용 AWS SDK JavaScript 선적 서류 비치. 자세한 
정보는 언어별 단원을 참조하십시오.SDK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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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reference/
https://docs.aws.amazon.com/sdk-for-javascript/v2/developer-guide/setting-region.html
https://docs.aws.amazon.com/index.html#sdks


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AWS 계정에 가입

AWS Ground Station 설정
사용을AWS Ground Station 시작하기 전에 어떤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필요
한지, 어떤 우주선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계정을 설정합니다.

주제
• AWS 계정에 가입 (p. 12)
• 관리 사용자 생성 (p. 12)
• AWS계정에 Ground Station 권한 추가  (p. 13)
• 고객 온보딩 (p. 14)
• 다음 단계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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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계정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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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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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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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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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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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계정 루트 사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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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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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트 사용자에 대해 다중 인증(MFA)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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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사용자 생성

• 일상적인 관리 태스크의 경우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에서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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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AWS계정에 Ground Station 권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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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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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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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계정에 Ground Station 권한 추가
관리자AWS Ground Station 없이 사용하려면 새 정책을 생성하여AWS 계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 
iam/.

2. 새 정책 생성. 다음 단계를 사용합니다.

a. 탐색 창에서 정책을 선택한 후 정책 생성을 선택합니다.
b. JSON 탭에서 다음 값 중 하나를 사용해 JSON을 편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JSON을 

사용합니다.

• Ground Station 관리 권한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Action을 Groundstation: *로 설정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roundstation:*" 
      ], 
      "Resource": [ 
        "*" 
      ] 
    } 
  ]
}

• 읽기 전용 권한의 경우 Action을 다음과 같이 groundstation:Get*, groundstation:List* 및
groundstation:Describe*로 설정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roundstation:Get*", 
        "groundstation:List*", 
        "groundstation:Describe*" 
      ], 
      "Resourc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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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단계 인증을 통한 추가 보안을 위해 다음과 MultiFactorAuthPresent같이 Action을 ground 
station: *로 설정하고 조건/부울을 aws :true로 설정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groundstation:*", 
            "Resource": "*", 
            "Condition": { 
                "Bool": { 
                    "aws:MultiFactorAuthPresent": true 
                } 
            } 
        } 
    ]
}

3. IAM 콘솔에서 생성한 정책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연결합니다.

IAM 사용자 및 정책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고객 온보딩
AWS Ground Station계정 등록을 완료하려면AWS Ground Station 콘솔 페이지의 위성 및 리소스 섹션에서 
온보딩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AWS Ground Station 팀이 고객과 협력하여 위성을 서비스에 온보딩합니
다. 위성을 온보딩한 후에는 연락처를 관리할 때 해당 위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관리 지침은 연락
처 목록 및 예약에 (p. 41) 나와 있습니다.

위성을 온보딩하면 위성과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고객은 자체 위성을 온보딩
하는 것 외에도 다음 위성을 온보딩하여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해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다
운링크할 수 있습니다.

• Aqua
• SNPP
• JPSS-1/NOAA-20
• Terra

일단 탑승하면 이러한 위성에 액세스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서비스를 쉽게 시
작할 수 있도록 미리 구성된 여러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유지 관리합니다. 이 템플릿에 액세스하
고 사용하기 위한 지침과 세부 정보는 사용 안내서의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사용하여 리소스 만들
기 (p. 15) 섹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과 이들이 전송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qua, JPSS-1/NOAA-20 및 SNPP,
Terra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
이제 AWS Ground Station 계정이 설정되고 구성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하기 (p. 15)를 계속 진행하
여 AWS Ground Station를 사용하도록 리소스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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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시작하기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하여 위성에서 데이터를 명령, 제어 또는 다운링크할 수 있습니다.

를 사용하면 분 단위로 지상국 안테나에 대한 액세스를 예약하고 사용한 안테나 시간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AWS Ground Station AWS Ground Station연락처 데이터를 계정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에 비동기적으로 전송하거나 계정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와 주고 받는 방식으로 동기식으로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Amazon S3 버킷
의 연락처 데이터를 비동기로 수신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mazon EC2로의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 49)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기본 개념 (p. 15)
• 사전 조건 (p. 15)
• 1단계: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선택 (p. 15)
• 2단계:AWS CloudFormation 스택 (p. 19)

기본 개념
시작하기 전에 AWS Ground Station의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 (p. 3)을 참조하세
요.

그런 다음 계속??? (p. 15) 진행하여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AWS Ground Station.

사전 조건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자격 증명이 있는AWS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AWS Ground Station ??? (p. 12) 단
원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Note

광대역 DigIf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는 경우 지침은??? (p. 20) 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p. 15) 진행하십시오.

1단계: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선택
인공위성에 탑승한 (p. 14) 후에는 임무 프로파일을 정의하여 인공위성의 데이터를 다운링크하기 위한AWS 
Ground Station 안테나 구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 방송 위성을 사용하는 협
대역 및 광대역 DigIf 데이터 전송을 위한 사전 구성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템
플릿을 사용하면 AWS Ground Station 사용을 쉽게 시작할 수 습니다. 에 대한AWS CloudFormation 자세한 
내용은 AWS란 무엇입니까 CloudFormation? 를 참조하십시오.

수신하려는 문의 유형에 따라 아래 목록에서 적절한 CFN 템플릿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 (p. 16).
• ??? (p. 17).

미리 만들어진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에서 지침을 볼 수 있습니
다???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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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대역 S3 데이터 전송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미리 구성된 템플릿
이제는 연락처당 여러 데이터 스트림이 S3 버킷으로 흐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은 
두 가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TA-49 신호/IP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스트림은 최대 54MHz 대역
폭의 S 대역 및 X 대역 신호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VITA-49 확장 데이터/IP는 최대 500MHz 대역폭의 
복조 및/또는 디코딩된 X 대역 신호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서비스 사용 방법을 보여주는 두 데이터 스트림 형식 모두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을 찾습니다.

사용 가능한 템플릿

미리 구성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 위성에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
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WS CloudFormation템플릿에는 연락처를 예약AWS Ground 
Station 및 실행하고 계정의 Amazon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Amazon S3 리소스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가 자신의 계정에 온보딩되지 않은 경우 고객 온보
딩 (p. 14)을 참조하십시오.

협대역 데이터 전송 템플릿

연락처에 협대역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십시오.

• 이름이 지정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는 Amazon S3 버킷과 연락을 예약하고 복조되
고 디코딩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AWS Ground Station 리소스
가AquaSnppJpss-1DemodDecodeS3DataDelivery.yml 포함되어 있습니다. NASA Direct Readout 
Labs 소프트웨어(RT-STPS 및 IPOPP)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경우 이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것
이 좋습니다.

AWS CLI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s3 cp s3://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
AquaSnppJpss-1DemodDecodeS3DataDelivery.yml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로 이동하면 콘솔에서 템플릿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s3.console.aws.amazon.com/s3/object/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
west-2/AquaSnppJpss-1DemodDecodeS3DataDelivery.yml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s://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s3.us-west-2.amazonaws.com/
AquaSnppJpss-1DemodDecodeS3DataDelivery.yml

• 이름이 지정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는 Amazon S3 버킷과 연락을 예약하고 VITA-49 
신호/IP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AWS Ground Station 리소스
가AquaSnppJpss-1TerraDigIfS3DataDelivery.yml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SDR)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후처리 전에 데이터를 복조하고 디코딩하려는 경우 좋
은 출발점입니다.

AWS CLI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s3 cp s3://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
AquaSnppJpss-1TerraDigIfS3DataDelivery.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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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에서 다음 URL로 이동하면 콘솔에서 템플릿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s3.console.aws.amazon.com/s3/object/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
west-2/AquaSnppJpss-1TerraDigIfS3DataDelivery.yml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s://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s3.us-west-2.amazonaws.com/
AquaSnppJpss-1TerraDigIfS3DataDelivery.yml

이 템플릿은 어떤 리소스를 정의합니까?

두 템플릿 모두 동일한 리소스를 포함하며 유일한 차이점은 안테나 구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테
나 Config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Amazon S3 버킷 - 다운링크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버킷입니다. 이 버킷의 이름은 S3 레코딩 Config (p. 6)
설명된 기준을aws-groundstation 충족하도록 로 시작합니다.

• IAM 역할 - 다운링크된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에 쓸 때AWS Ground Station 맡
는groundstation.amazonaws.com 서비스 주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입니다.

• Amazon S3 버킷 정책 - IAM 역할이 Amazon S3 버킷과 해당 객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 s3:GetBucketLocation

• s3:PutObject

• 추적 Config - 위성이 하늘을 통과할 때 안테나 시스템이 위성을 추적하는 방법을 정의하는AWS Ground 
Station 추적 구성입니다 (p. 7).

• S3 레코딩 Config -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Amazon S3 버킷 및 IAM 역할을AWS Ground Station 참조
하는 S3 레코딩 구성입니다 (p. 6).AWS Ground Station

• 안테나 Config - 접촉 중에AWS Ground Station 안테나를 구성하는 방법을 지정하는AWS Ground 
Station 안테나 구성입니다. AquaSnppJpss-1DemodDecodeS3DataDelivery.yml템플릿
에는 Amazon S3 버킷으로 전송하기 전에 다운링크된 데이터를 복조 및 디코딩하도록 안테나를 
구성하는AWS Ground Station 안테나 다운링크 데모 디코드 구성이 (p. 8) 포함되어 있습니다.
AquaSnppJpss-1TerraDigIfS3DataDelivery.yml대신 Amazon S3에 VITA-49 신호/IP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안테나를 구성하는 AWS Ground Station안테나 다운링크 구성이 (p. 8) 포함되어 있
습니다.

• 미션 프로필 - 참조된AWS Ground Station 구성을 사용하여 연락을 예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
을 그룹화하는AWS Ground Station 미션 프로필입니다 (p. 9).

광대역 DigIf S3 데이터 전송AWS CloudFormation 템플
릿
광대역 DigIf 데이터 전송 템플릿
연락처에 광대역 디지털 중간 주파수 (DigIf) 데이터 전달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을 사용하십시오.

• 이름이 지정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는 Amazon S3 버킷과 연락을 예약하고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통해 VITA-49 신호/IP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AWS 
Ground Station 리소스가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S3DataDelivery.yml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 템플릿은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SDR)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여 후처리 전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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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복조하고 디코딩하려는 경우 좋은 출발점입니다.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p. 20).

AWS CLI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s3 cp s3://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agent/s3_recording/
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S3DataDelivery.yml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로 이동하면 콘솔에서 템플릿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s3.console.aws.amazon.com/s3/object/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
west-2/agent/s3_recording/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S3DataDelivery.yml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s://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s3.us-west-2.amazonaws.com/
agent/s3_recording/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S3DataDelivery.yml

이 템플릿은 어떤 리소스를 정의하나요?

• Amazon S3 버킷 - 다운링크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버킷입니다. 이 버킷의 이름은 S3 레코딩 Config (p. 6)
설명된 기준을aws-groundstation 충족하도록 로 시작합니다.

• IAM 역할 - 다운링크된 데이터를 Amazon S3 버킷에 쓸 때AWS Ground Station 맡
는groundstation.amazonaws.com 서비스 주체가 맡을 수 있는 역할입니다.

• Amazon S3 버킷 정책 - IAM 역할이 Amazon S3 버킷과 해당 객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 s3:GetBucketLocation
• s3:PutObject

• AWS KMS키 - 데이터 흐름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AWS KMS 키입니다.
• Ground Station 키 역할 - 키에 액세스하여 데이터 흐름을 해독하는 역할을 맡는 IAM 역할AWS Ground 

StationAWS KMS
• Ground Station 키 액세스 정책 - 데이터 전송 키에서 수행할AWS Ground Station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하

는 IAM 정책
• 추적 Config - 위성이 하늘을 통과할 때 안테나 시스템이 위성을 추적하는 방법을 정의하는AWS Ground 

Station 추적 구성입니다 (p. 7).
• S3 레코딩 Config -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Amazon S3 버킷 및 IAM 역할을AWS Ground Station 참조

하는 S3 레코딩 구성입니다 (p. 6).AWS Ground Station
• 아쿠아, SNPP, JPSS-1/NOAA-20 및 테라용AWS Ground Station 안테나 구성 - Aqua, SNPP, JPSS-1/

NOAA-20 및 Terra와 접촉하는 동안AWS Ground Station 안테나를 구성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세 가지 개
별 안테나 구성. 템플릿에는 Amazon S3에 VITA-49 신호/IP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안테나를 구성
하는 AWS Ground Station안테나 다운링크 구성이 (p. 8) 포함되어 있습니다.

•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의AWS Ground Station 미션 프로필 - 모든AWS Ground Station 
구성을 그룹화하는 세 개의 개별 미션 프로파일을 (p. 9) 통해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에
서 참조하는 구성을 사용하여 연락을 예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 템플릿
자체 위성에 대한 연락처를 예약하고 실행하도록 리소스를 구성하려면 위성 설정과 일치하도록 계정의AWS 
Ground Station 리소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하기가 어렵습니다. AWS Ground Station팀이 위성으
로부터 다운링크 및 업링크하도록 계정의AWS Ground Station 리소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
다. AWS Ground Station에서 사용할 자체 위성을 구성하려면 AWS Support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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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AWS CloudFormation 스택

2단계:AWS CloudFormation 스택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템플릿을 선택한 후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구성합니다. 이 절차에서 생성되
는 리소스는 리소스를 생성할 당시에 속한 리전으로 구성됩니다.

1. 에서 서비스AWS Management Console >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
2. 탐색 창에서 스택(Stacks)을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 > 새 리소스 사용(표준)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생성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the section called “1단계: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선택” (p. 15)에서 선택한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a. Amazon S3 URL을 템플릿 소스로 선택하고 Amazon S3 URL에 사용하려는 템플릿의 URL을 복사
하여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b.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템플릿 소스로 선택하고 파일 선택을 선택합니다. the section called “1단
계: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선택” (p. 15)에서 다운로드한 템플릿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스택 이름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추후 오류 가능성을 줄이려면 간단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b.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Amazon EC2 인스턴스의 스택 옵션과 고급 옵션을 구성합니다.

a. 태그 및 권한 섹션에서 태그 및 권한을 추가합니다.
b. 스택 정책, 롤백 구성, 알림 옵션 및 스택 생성 옵션을 변경합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스택 세부 정보를 검토한 후 기능 승인을 선택한 후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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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WS Ground Station상담원 사용 설
명서

주제
• 개요 (p. 20)
• 에이전트 요구 사항 (p. 21)
•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를 통한 데이터 전송 (p. 23)
• 에이전트 설치 (p. 25)
• 에이전트 관리 (p. 27)
• EC2 인스턴스 성능 조정 (p. 31)
• DigIf 연락처 수신을 준비하세요 (p. 33)
• 모범 사례 (p. 33)
• 문제 해결 (p. 34)
• 지원 받기 (p. 35)
• RPM 설치 검증 (p. 35)
• 부록 (p. 36)

개요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는 무엇인가요?
RPM으로 제공되는 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사용하면AWS Ground Station 고객이 AWS Ground 
Station 연결 중에 동기식 광대역 디지털 중간 주파수 (DigIf) 데이터 흐름을 수신 (다운링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EC2 인스턴스로 데이터 전송 - 고객 소유 EC2 인스턴스로 데이터 전송 AWS Ground Station고객이
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관리합니다. 이 옵션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
우에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EC2 데이터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 49) 가이드를 참조하
십시오.

2. S3 버킷으로 데이터 전송 - Ground Station 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 소유의 AWS S3 버킷으로 데이터
를 전송합니다. S3 데이터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 15)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두 가지 데이터 전송 모드 모두 고객이 AWS 리소스 세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안정성, 정확성 및 지원 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해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연락처는 
EC2 또는 S3에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동시에 EC2 또는 S3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Note

S3 데이터 전송은 Ground Station 관리형 서비스이므로 이 가이드는 EC2 인스턴스로의 데이터 전
송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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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의 특징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SDR) 또는 유사한 리스너를 사용하여AWS Ground Station 안테나 영역에서 EC2 
인스턴스로 전송되는 DigIf 데이터 흐름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의 특징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는 디지털 중간 주파수 (DigIf) 다운링크 데이터를 수신하고 복호화된 데이터를 
송신하여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 40MHz ~ 400MHz 대역폭의 DigiF 다운링크 기능을 제공합니다.
• AWS 네트워크의 모든 퍼블릭 IP (AWS Elastic IP) 에 빠른 속도로 지터가 낮은 DigIf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 순방향 오류 수정 (FEC) 을 사용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달
• 암호화를 위한 고객 관리AWS KMS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에이전트 요구 사항
Note

이AWS Ground Station 요원 안내서는 사용자가 가이드를 사용하여 Ground Station에 탑승
한??? (p. 12) 것으로 가정합니다.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수신자 EC2 인스턴스에는 DigIf 데이터를 엔드포인트에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종속 AWS 리소스 세트가 필요합니다.

1. EC2 수신기를 시작할 VPC입니다.
2. 데이터 암호화/암호 해독을 위한 AWS KMS 키.
3. SSM 세션 관리자용으로 구성된 SSH 키 또는 EC2 인스턴스 프로필입니다.
4. 다음을 허용하는 네트워크/보안 그룹 규칙:

1.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에 지정된 포트에서 들어오는 UDP 트래픽입니다.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는 인그레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연속 포트
를 예약합니다.

2. 인스턴스에 대한 SSH 액세스 (참고: AWS 세션 관리자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도 
있음).

3. 에이전트 관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S3 버킷에 대한 읽기 권한
4. 포트 443의 SSL 트래픽으로 에이전트가AWS Ground Station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5. AWS Ground Station관리 접두사 목록의 트래픽com.amazonaws.global.groundstation.

이러한 리소스가 사전 구성된AWS CloudFormation EC2 데이터 전송 템플릿 예제의??? (p. 52) “광대역 
DigIf 데이터 전송 템플릿”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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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운영 체제

지원되는 운영 체제
5.10+ 커널을 사용하는 Amazon Linux 2

지원되는 EC2 인스턴스 유형
컴퓨팅 집약적인 데이터 전송 워크플로로 인해 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가 작동하려면 전용 CPU 
코어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인스턴스 유형을 지원합니다.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 유형
을??? (p. 23) 결정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 C6i
• c6i.32xlarge

• M6i
• m6i.32xlarge

• R6i
• r6i.32xlarge

• C5
• c5.24xlarge
• c5.18xlarge
• c5.12xlarge

• C5n
• c5n.metal
• c5n.18xlarge

• M5
• m5.24xlarge
• m5.12xlarge

• M4
• m4.16xlarge

• R5
• r5.metal
• r5.24xlarge

• R5n
• r5n.metal
• r5n.24xlarge

• G4dn
• g4dn.metal
• g4dn.16xlarge
• g4dn.12xlarge

• P4d
• p4d.24xlarge

• P3dn
• p3dn.24x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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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코어 플래닝

CPU 코어 플래닝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하는 워크플로가 필요하기 때문에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가 작동하려면 전용 
CPU 코어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에는 스케줄링, 관리 및 조정을 위한 단일 예약 코어 (vCPU 2개) 와 데이
터 흐름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예약 코어가 필요합니다.

CPU 코어 수
안테나 다운링크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려면 에이전트에 각 데이터 흐름에 대해 L3 캐시를 공유하는 전용 
CPU 코어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데이터 흐름 데이터 속도를 에이전트에 예약된 필수 코어 수에 매핑한 것
입니다. 에이전트는 하이퍼스레드 (HT) CPU 쌍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사용하려면 HT 쌍을 예약
해야 합니다. 이 표는 캐스케이드 레이크 또는 최신 CPU를 가정합니다. 총 코어 수는 각 데이터 흐름에 가산
됩니다.

AntennaDownlink대역폭 (MHz) 예상 VITA-49.2 DigIF 데이터 전송률 
(MB/s)

코어 개수 
(HT CPU 페
어)

전체 CPU

50 1000 2 4

100 2000 3 6

150 3000 4 8

200 4000 4 8

250 5000 5 10

300 6000 5 10

350 7000 6 12

400 8000 7 14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를 통한 데이터 전송
아래 다이어그램은 광대역 디지털 중간 주파수 (DigIf) 접촉AWS Ground Station 시 데이터가 흐르는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는 연락처에 대한 데이터플레인 구성 요소 오케스트레이션을 처리합니다. 연
락을 예약하기 전에 에이전트를 올바르게 구성하고 시작해야 하며 에이전트를 시작할 때 자동으로 등록되어
야 합니다 (에이전트 시작 시 자동으로 등록됨)AWS Ground Station. 또한 데이터 수신 소프트웨어 (예: 소프
트웨어 정의 라디오) 가 실행 중이고 AwsGroundStationAgentEndpointeGressAddressAddress에서 데이터
를 수신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백그라운드에서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는 전송 중에 적용된AWS KMS 암호화를AWS Ground 
Station 수신하고 이를 취소한 다음 SDR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이 수신 중인 대상 엔드포인트 
EgressAddressAddress로 전송합니다.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와 기본 구성 요소는 구성 파일에 설정
된 CPU 경계를 준수하여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
다.

고객은 연락처와 관련된 수신자 인스턴스에서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실행해야 합니다. 고객이 단
일 수신자 인스턴스에서 모든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단일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가 여러 데이터 흐름을 오케스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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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데이터 흐름, 단일 수신기

다중 데이터 흐름, 단일 수신기
예제 시나리오:

고객은 동일한 EC2 수신기 인스턴스에서 DigIf 데이터 흐름으로 안테나 다운링크 두 개를 수신하기를 원합니
다. 두 개의 다운링크는 200MHz와 100MHz가 될 것입니다.

AwsGroundStationAgentEndpoints:

각 데이터 흐름에 대해 하나씩 총 두 개의AwsGroundStationAgentEndpoint 리소스가 있습니다. 
두 엔드포인트 모두 동일한 퍼블릭 IP 주소 (ingressAddress.socketAddress.name) 를 갖게 됩니
다. 데이터 흐름이 동일한 EC2 인스턴스에서 수신되므로portRange 인그레스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둘egressAddress.socketAddress.port 다 고유해야 합니다.

컵 플래닝:

• 인스턴스에서 단일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실행하기 위한 코어 1개 (vCPU 2개)
• DigiF 데이터 플로우 1을 수신하기 위한 4개의 코어 (8 vCPU) (??? (p. 23)테이블에서 200MHz 조회)
• DigiF 데이터 플로우 2를 수신하기 위한 코어 3개 (vCPU 6개) (??? (p. 23)테이블에서 100MHz 조회)
• 전체 전용 에이전트 CPU 공간 = 동일한 소켓의 코어 8개 (vCPU 16개)

다중 데이터 흐름, 다중 수신기
예제 시나리오:

고객은 서로 다른 EC2 수신기 인스턴스에서 DigIf 데이터가 흐를 때 두 개의 안테나 다운링크를 수신하기를 
원합니다. 두 다운링크 모두 400MHz가 될 것입니다.

AwsGroundStationAgentEndpoints:

각 데이터 흐름에 대해 하나씩 총 두 개의AwsGroundStationAgentEndpoint 리소스가 있습니다. 엔드포
인트는 다른 퍼블릭 IP 주소 (ingressAddress.socketAddress.name) 를 갖게 됩니다. 데이터 흐름은 
별도의 인프라에서 수신되고 서로 충돌하지 않으므로ingressAddress 둘egressAddress 중 하나의 포
트 값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컵 플래닝:

• 수신자 인스턴스 1
• 인스턴스에서 단일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실행하기 위한 코어 1개 (vCPU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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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코어 (14 vCPU) 를 통해 DigiF 데이터 플로우 1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p. 23)테이블에서 
400MHz 조회).

• 전체 전용 에이전트 CPU 공간 = 동일한 소켓의 코어 8개 (vCPU 16개)
• 수신자 인스턴스 2

• 인스턴스에서 단일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실행하기 위한 코어 1개 (vCPU 2개)
• 7개의 코어 (14 vCPU) 를 통해 DigiF 데이터 플로우 2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p. 23)테이블에서 

400MHz 조회).
• 전체 전용 에이전트 CPU 공간 = 동일한 소켓의 코어 8개 (vCPU 16개)

에이전트 설치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AWS CloudFormation템플릿 (권장).
2. Amazon EC2에 수동으로 설치합니다.

CloudFormation템플릿 사용
EC2 데이터 전송CloudFormation 템플릿은 EC2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AWS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가 사전 설치된AWS Ground 
Station 관리형 AMI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생성된 EC2 인스턴스의 부팅 스크립트가 에이전트 구성 파일을 
채우고 필요한 성능 조정 (??? (p. 31)) 을 적용합니다.

1단계: AWS 리소스 생성
템플릿을 사용하여 AWS 리소스 스택을 생성합니다??? (p. 56).

2단계: 에이전트 상태 확인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는 구성되고 활성 (시작됨) 됩니다. 에이전트 상태를 확인하려면 EC2 인스턴스 (SSH 또
는 SSM 세션 관리자) 에 연결하여 확인할 수??? (p. 30) 있습니다.

25



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EC2에 수동 설치

EC2에 수동 설치
Ground Station에서는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것을 권장하지만 표
준 템플릿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용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에 맞게 템플릿을 사용
자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AWS 리소스를 수동으로 생성하고 에이
전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단계: AWS 리소스 생성
연락처에 필요한 AWS 리소스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 (p. 52).

AwsGroundStationAgentEndpoint리소스는AWS Ground Station Agent를 통해 DigIf 데이터 흐름을 수신하기 
위한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며 성공적인 연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API 설명서는 API 레퍼런스에 있지만 
이 섹션에서는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와 관련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AWS Ground Station엔드포인트는 에이전트가 안테나로부터AWS KMS 암호화된 UDP 트래픽을 수신하는 
곳입니다.ingressAddress socketAddressname는 연결된 EIP에서 가져온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IP입
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예약된 범위 내에 최소 300개의 연속 포트가portRange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p. 33)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러한 포트는 수신자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 VPC의 보안 
그룹에서 UDP 인그레스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는 에이전트가 DigIf 데이터 흐름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곳입니다.egressAddress 고객은 이 위
치에 UDP 소켓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 (예: SDR) 이 있어야 합니다.

2단계: 인스턴스 생성
지원되는 AMI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WS Ground StationAMI (groundstation-al2-gs-agent-ami-*여기서*는 AMI가 구축된 날짜) 에
는 에이전트가 설치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권장).

2. amzn2-ami-kernel-5.10-hvm-x86_64-gp2.

3단계: 에이전트 다운로드 및 설치
Note

이전 단계에서AWS Ground Station Agent AMI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섹션의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다운로드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는 리전별 S3 버킷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AWS 명령줄 (CLI) 을 사용하
여 지원 EC2 인스턴스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s3://groundstation-wb-digif-software-
${AWS::Region}/aws-groundstation-agent/latest/amazon_linux_2_x86_64/aws-
groundstation-agent.rpm 여기서 $ {AWS::Region} 는 지원되는 AWS Ground Station 콘솔 및 데이터 
전송 지역 (p. 10)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예: AWS 리전 us-east-2의 최신 rpm 버전을 로컬로 /tmp 폴더에 다운로드합니다.

aws s3 --region us-east-2 cp s3://groundstation-wb-digif-software-us-east-2/aws-
groundstation-agent/latest/amazon_linux_2_x86_64/aws-groundstation-agent.rpm /tmp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의 특정 버전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경우 S3 버킷의 버전별 폴더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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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WS 리전 us-east-2에서 로컬로 /tmp 폴더로 rpm 버전 1.0.2716.0을 다운로드하십시오.

aws s3 --region us-east-2 cp s3://groundstation-wb-digif-software-us-east-2/aws-
groundstation-agent/1.0.2716.0/amazon_linux_2_x86_64/aws-groundstation-agent.rpm /tmp 
                     

Note

다운로드한 RPM이 판매자인지 확인하려면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p. 35).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 설치

sudo yum install ${MY_RPM_FILE_PATH}

Example: Assumes agent is in the "/tmp" directory
sudo yum install /tmp/aws-groundstation-agent.rpm 
                     

4단계: 에이전트 구성
에이전트를 설치한 후에는 에서 에이전트 구성 파일을 업데이트해야/opt/aws/groundstation/etc/
aws-gs-agent-config.json 합니다. ??? (p. 36)을 참조하세요.

5단계: 성능 조정 적용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AMI: 이전 단계에서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 AMI를 선택한 경우 다음 
성능 조정을 적용합니다.

• ??? (p. 31)
• ??? (p. 33)
• ??? (p. 33)

기타 AMI: 이전 단계에서 다른 AMI를 선택한 경우 아래에 나열된 모든 조정을??? (p. 31) 적용하고 인스
턴스를 재부팅합니다.

6단계: 에이전트 관리
에이전트 상태를 시작, 중지 및 확인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p. 27).

에이전트 관리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는 기본 제공되는 Linux 명령 도구를 사용하여 에이전트를 구성, 시작, 중지, 업
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및 제거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제

• ??? (p. 28)
• ??? (p. 28)
• ???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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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29)
• ??? (p. 29)
• ??? (p. 30)
• ??? (p. 30)
• ??? (p. 30)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구성
로/opt/aws/groundstation/etc 이동합니다. 이aws-gs-agent-config 파일에는.json이라는 단일 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36) 부분 참조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시작

#start
sudo systemctl start aws-groundstation-agent

#check status
systemctl status aws-groundstation-agent 
             

에이전트가 활성 상태임을 보여주는 출력을 생성해야 합니다.

aws-groundstation-agent.service - aws-groundstation-agent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aws-groundstation-agent.service; enabled; vendor 
 preset: disabled)
Active: active (running) since Tue 2023-03-14 00:39:08 UTC; 1 day 13h ago
Docs: https://aws.amazon.com/ground-station/
Main PID: 8811 (aws-gs-agent)
CGroup: /system.slice/aws-groundstation-agent.service
##8811 /opt/aws/groundstation/bin/aws-gs-agent production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스톱

#stop
sudo systemctl stop aws-groundstation-agent

#check status
systemctl status aws-groundstation-agent 
             

에이전트가 비활성 (중지됨) 상태임을 보여주는 출력을 생성해야 합니다.

aws-groundstation-agent.service - aws-groundstation-agent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aws-groundstation-agent.service; enabled; vendor 
 preset: disabled)
Active: inactive (dead) since Thu 2023-03-09 15:35:08 UTC; 6min ago
Docs: https://aws.amazon.com/ground-station/
Process: 84182 ExecStart=/opt/aws/groundstation/bin/launch-aws-gs-agent (code=exited, 
 status=0/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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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ID: 84182 (code=exited, status=0/SUCCESS)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업그레이드
1. 에이전트의 최신 버전 다운로드 ??? (p. 26)을 참조하세요.
2. 에이전트를 중지합니다.

#stop
sudo systemctl stop aws-groundstation-agent

#confirm inactive (stopped) state
systemctl status aws-groundstation-agent 
                     

3. 에이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sudo yum update ${MY_RPM_FILE_PATH}

# check the new version has been installed correctly by comparing the agent version 
 with the starting agent version
yum info aws-groundstation-agent

# reload the systemd configuration
sudo systemctl daemon-reload

# restart the agent
sudo systemctl restart aws-groundstation-agent

# check agent status
systemctl status aws-groundstation-agent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다운그레이드
1. 필요한 에이전트 버전을 다운로드하세요. ??? (p. 26)을 참조하세요.
2. 에이전트를 다운그레이드합니다.

# get the starting agent version
yum info aws-groundstation-agent

# stop the agent service
sudo systemctl stop aws-groundstation-agent

# downgrade the rpm
sudo yum downgrade ${MY_RPM_FILE_PATH}

# check the new version has been installed correctly by comparing the agent version 
 with the starting agent version
yum info aws-groundstation-agent

# reload the systemd configuration
sudo systemctl daemon-reload

# restart th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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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systemctl restart aws-groundstation-agent

# check agent status
systemctl status aws-groundstation-agent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제거
에이전트를 제거하면 /opt/aws/groundstation/etc/aws-gs-agent-config .json의 이름이 /opt/aws/
groundstation/etc/aws-gs-agent-config .json.rpmsave로 바뀝니다. 동일한 인스턴스에 에이전트를 다시aws-
gs-agent-config 설치하면.json의 기본값이 작성되므로 AWS 리소스에 해당하는 올바른 값으로 업데이트해
야 합니다. ??? (p. 36)을 참조하세요.

sudo yum remove aws-groundstation-agent 
             

AWS Ground Station상담원 상태
에이전트 상태는 활성 (에이전트 실행 중) 이거나 비활성 (에이전트 중지됨) 입니다.

systemctl status aws-groundstation-agent 
             

예제 출력은 에이전트가 설치되고 비활성 상태 (중지됨) 및 활성화 (부팅 시 서비스 시작) 되었음을 보여 줍니
다.

aws-groundstation-agent.service - aws-groundstation-agent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aws-groundstation-agent.service; enabled; vendor 
 preset: disabled)
Active: inactive (dead) since Thu 2023-03-09 15:35:08 UTC; 6min ago
Docs: https://aws.amazon.com/ground-station/
Process: 84182 ExecStart=/opt/aws/groundstation/bin/launch-aws-gs-agent (code=exited, 
 status=0/SUCCESS)
Main PID: 84182 (code=exited, status=0/SUCCESS)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RPM 정보

yum info aws-groundstation-agent 
             

출력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ote

“버전”은 에이전트가 게시한 최신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Loaded plugins: extras_suggestions, langpacks, priorities, update-motd

30



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EC2 인스턴스 성능 조정

Installed Packages
Name        : aws-groundstation-agent
Arch        : x86_64
Version     : 1.0.2677.0
Release     : 1
Size        : 51 M
Repo        : installed
Summary     : Client software for AWS Ground Station
URL         : https://aws.amazon.com/ground-station/
License     : Proprietary
Description : This package provides client applications for use with AWS Ground Station 
             

EC2 인스턴스 성능 조정
Note

CloudFormation템플릿을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한 경우 이러한 조정이 자동으로 적
용됩니다. AMI를 사용하거나 EC2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생성한 경우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얻으려
면 이러한 성능 조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정을 적용한 후에는 반드시 인스턴스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주제

• ??? (p. 31)
• ??? (p. 32)
• ??? (p. 32)
• ??? (p. 32)
• ??? (p. 33)
• ??? (p. 33)

하드웨어 인터럽트 조정 및 수신 큐 - CPU 및 네트워크
에 영향을 미침
이 섹션에서는 시스템, SMP IRQ, 수신 패킷 조정 (RPS) 및 수신 흐름 조정 (RFS) 의 CPU 코어 사용을 구성
합니다. 사용 중인 인스턴스 유형에 따른 권장 설정 세트는 을 참조하십시오??? (p. 39).

1. 시스템 프로세스를 에이전트 CPU 코어에서 멀리 고정합니다.
2. 하드웨어 인터럽트 요청을 에이전트 CPU 코어에서 멀리 라우팅합니다.
3. 단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하드웨어 대기열이 네트워크 트래픽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RPS를 구성합니다.
4. CPU 캐시 적중률을 높여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줄이도록 RFS를 구성합니다.

RPM에서 제공하는set_irq_affinity.sh 스크립트는 위의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crontab에 
추가하여 부팅할 때마다 적용되도록 합니다.

echo "@reboot sudo /opt/aws/groundstation/bin/set_irq_affinity.sh '${interrupt_core_list}' 
 '${rps_core_mask}' >> /var/log/user-data.log 2>&1" >>/var/spool/cron/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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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 및 OS 전용 코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및 두 번째interrupt_core_list 코어와 하이퍼스레드 코
어 쌍) 로 교체합니다. 위에서 선택한 코어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 하이퍼스레드, 96-CPU 인스턴스
의 경우 '0,1,48,49')

• rps_core_mask수신 패킷을 처리해야 하는 CPU를 지정하는 16진수 비트 마스크이며, 각 숫자는 4개의 
CPU를 나타냅니다. 또한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8자마다 쉼표로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CPU를 허용하고 
캐싱이 밸런싱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인스턴스 유형에 대한 권장 매개 변수 목록을 보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p. 39).

• 96-CPU 인스턴스의 예:

echo "@reboot sudo /opt/aws/groundstation/bin/set_irq_affinity.sh '0,1,48,49' 
 'ffffffff,ffffffff,ffffffff' >> /var/log/user-data.log 2>&1" >>/var/spool/cron/root 
                     

Tune Rx 인터럽트 병합 -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럽트 통합은 너무 많은 인터럽트로 인해 호스트 시스템이 넘쳐나는 것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처리량을 높
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패킷이 수집되고 128마이크로초마다 하나의 단일 인터럽트가 생
성됩니다. crontab에 추가하여 부팅할 때마다 적용되도록 합니다.

echo "@reboot sudo ethtool -C ${interface} rx-usecs 128 tx-usecs 128 >>/var/log/user-
data.log 2>&1" >>/var/spool/cron/root 
             

•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더넷 어댑터)interface 로 교체합니다. eth0일반
적으로 이는 EC2 인스턴스에 할당된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Tune Rx 링 버퍼 -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칩니다
Rx 링 버퍼의 링 항목 수를 늘려 버스트 연결 중에 패킷 드롭이나 오버런을 방지하십시오. 부팅할 때마다 올
바르게 설정되도록 crontab에 추가하십시오.

echo "@reboot sudo ethtool -G ${interface} rx 16384 >>/var/log/user-data.log 2>&1" >>/var/
spool/cron/root 
             

•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구성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더넷 어댑터)interface 로 교체합니다. eth0일반
적으로 이는 EC2 인스턴스에 할당된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입니다.

CPU C 상태 조정 - CPU에 영향을 미침
CPU C 상태를 설정하여 접촉 시작 중에 패킷이 손실될 수 있는 유휴 상태를 방지하십시오. 인스턴스 재부팅 
필요

echo "GRUB_CMDLINE_LINUX_DEFAULT=\"console=tty0 console=ttyS0,115200n8 
 net.ifnames=0 biosdevname=0 nvme_core.io_timeout=4294967295 intel_idle.max_cstate=1 
 processor.max_cstate=1 max_cstate=1\"" >/etc/default/grub
echo "GRUB_TIMEOUT=0" >>/etc/default/grub
grub2-mkconfig -o /boot/grub2/grub.c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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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포트 예약 -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침
AwsGroundStationAgentEndpoint인그레스 주소 포트 범위에 있는 모든 포트를 예약하여 커널 사용과
의 충돌을 방지하세요. 포트 사용 충돌로 인해 접촉 및 데이터 전송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echo "net.ipv4.ip_local_reserved_ports=${port_range_min}-${port_range_max}" >> /etc/
sysctl.conf 
             

• 예: echo "net.ipv4.ip_local_reserved_ports=42000-43500" >> /etc/sysctl.conf.

재부팅
모든 튜닝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후 튜닝이 적용되도록 인스턴스를 재부팅합니다.

sudo reboot 
             

DigIf 연락처 수신을 준비하세요
1. 원하는 데이터 흐름에 대한 CPU 코어 계획을 검토하고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코어 목록을 제공하

십시오. ??? (p. 23)을 참조하세요.
2. AWS Ground StationAgent 구성 파일을 검토하십시오. ??? (p. 28)을 참조하세요.
3. 필요한 성능 조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p. 31)을 참조하세요.
4. 다음을 통해 예정된 통화 시작 시간 전에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가 시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ctl status aws-groundstation-agent 
                 

5. 다음을 통해 예정된 연락 시작 시간 전에AWS Ground Station 상담원이 정상인지 확인하십시오.

aws groundstation get-dataflow-endpoint-group --dataflow-endpoint-group-id ${DATAFLOW-
ENDPOINT-GROUP-ID} --region ${REGION} 
                 

가agentStatus 활성awsGroundStationAgentEndpoint 상태이고 정상auditResults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모범 사례
EC2 모범 사례
현재 EC2 모범 사례를 따르고 충분한 데이터 스토리지 가용성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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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ec2-best-practices.html

리눅스 스케줄러
Linux 스케줄러는 해당 프로세스가 특정 코어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 UDP 소켓의 패킷을 재정렬할 수 있습니
다. UDP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모든 스레드는 데이터 전송 기간 동안 특정 코어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AWS Ground Station관리형 접두사 목록
안테나와의 통신을 허용하는 네트워크 규칙을 지정할 때는com.amazonaws.global.groundstation
AWS에서 관리하는 접두사 목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관리형 접두사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관리형 접두사 목록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단일 연락처 제한
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는 연락처당 여러 스트림을 지원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연락처만 지원합니다. 
스케줄링 문제를 방지하려면 여러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에서 인스턴스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단일 에이
전트 구성이 서로 다른 여러 DFEG ARN과 연결된 경우 등록에 실패합니다.

문제 해결
에이전트 시작 실패
여러 가지 이유로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잘못 
구성된 에이전트 구성 파일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시작한 후 (참조??? (p. 28)) 다음과 같은 상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gent is automatically retrying a restart
aws-groundstation-agent.service - aws-groundstation-agent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aws-groundstation-agent.service; enabled; vendor 
 preset: disabled)
Active: activating (auto-restart) (Result: exit-code) since Fri 2023-03-10 01:48:14 UTC; 
 23s ago
Docs: https://aws.amazon.com/ground-station/
Process: 43038 ExecStart=/opt/aws/groundstation/bin/launch-aws-gs-agent (code=exited, 
 status=101)
Main PID: 43038 (code=exited, status=101)

#agent has failed to start
aws-groundstation-agent.service - aws-groundstation-agent
Loaded: loaded (/usr/lib/systemd/system/aws-groundstation-agent.service; enabled; vendor 
 preset: disabled)
Active: failed (Result: start-limit) since Fri 2023-03-10 01:50:15 UTC; 13s ago
Docs: https://aws.amazon.com/ground-station/
Process: 43095 ExecStart=/opt/aws/groundstation/bin/launch-aws-gs-agent (code=exited, 
 status=101)
Main PID: 43095 (code=exited, status=101) 
             

문제 해결

sudo journalctl -u aws-groundstation-agent | grep -i -B 3 -A 3 'Loading Config' | tai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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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launch-aws-gs-agent[43095]: Running with options Production(ProductionOptions { endpoint: 
 None, region: None })
launch-aws-gs-agent[43095]: Loading Config
launch-aws-gs-agent[43095]: System has 96 logical cores
systemd[1]: aws-groundstation-agent.service: main process exited, code=exited, status=101/
n/a
systemd[1]: Unit aws-groundstation-agent.service entered failed state. 
                 

“Config 로드 중” 이후에 에이전트를 시작하지 못하면 에이전트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이전트 구성
을??? (p. 36) 확인하려면 를 참조하십시오.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 로그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는 연락처 실행, 오류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에이전트를 실행 중인 인스턴스의 
로그 파일에 씁니다. 인스턴스에 수동으로 연결하여 로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위치에서 에이전트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var/log/aws/groundstation 
             

연락처 없음
연락처를 예약하려면 건강한AWS Ground Station 상담원이 필요합니다. get-dataflow-endpoint-group을 통
해AWS Ground Station API를 쿼리하여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가 시작되었고 정상인지 확인하십시
오.

aws groundstation get-dataflow-endpoint-group --dataflow-endpoint-group-id ${DATAFLOW-
ENDPOINT-GROUP-ID} --region ${REGION} 
             

가agentStatus 활성awsGroundStationAgentEndpoint 상태이고 정상auditResults 상태인지 확인
하십시오.

지원 받기
AWS Support를 통해 Ground Station 팀에 문의하십시오.

1. 영향을contact_id 받는 모든 연락처를 제공하세요. AWS Ground Station팀은 이 정보가 없으면 특정 
연락처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수행한 모든 문제 해결 단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발견된 오류 메시지가 있으면 문제 해결 지침에 입력하십시오.

RPM 설치 검증
아래 표에는 RPM 버전과 RPM에서 검증된 MD5 해시 및 sha256sum을 사용한 SHA256 해시가 나와 있습니
다. 이러한 값을 조합하여 그라운드 스테이션 에이전트에 사용 중인 RPM 버전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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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MD5 Hash SHA256 
Hash

릴리스 날짜

1.0.2677.0 b8533be7644bb4d12ab84de21341adac77cfe94acb00af7ca637264b17c9b21bd7afdc85b99dffdd627aec9e993974892023년 2월 
15일

1.0.2716.0 65266490c4013b433ec39ee50008116ccb05b6a77dfcd5c66d81c0072ac550affbcefc372cc5562ee52fb2208449293/15/2023

RPM 확인
이 RPM 설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sha256sum
• rpm

두 도구 모두 Amazon Linux 2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도구는 사용 중인 RPM이 올바른 
버전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S3 버킷에서 최신 RPM을 다운로드합니다 (RPM 다운로
드??? (p. 26) 지침은 참조). 이 파일이 다운로드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RPM 파일의 sha256합을 계산합니다. 사용 중인 컴퓨팅 인스턴스의 명령줄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sha256sum aws-groundstation-agent.rpm 
                 

이 값을 가져와서 위의 표와 비교하십시오. 이는 다운로드된 RPM 파일이 AWS Ground Station Station이 
고객에게 판매한 해당 파일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파일임을 나타냅니다. 해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RPM
을 설치하지 말고 컴퓨팅 인스턴스에서 삭제하십시오.

• 파일의 MD5 해시도 검사하여 RPM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태스크를 수행하려면 다음 명
령을 실행하여 RPM 명령줄 도구를 사용합니다.

rpm -Kv ./aws-groundstation-agent.rpm 
                 

여기에 나열된 MD5 해시가 위 표에 있는 버전의 MD5 해시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AWS Docs에 나와 있
는 이 표를 기준으로 이 두 해시가 모두 검증되면 고객은 다운로드 및 설치한 RPM이 안전하고 타협되지 
않은 RPM 버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록
에이전트 Config 파일
예

{ 
    "capabilities": [ 
        "arn:aws:groundstation:eu-central-1:123456789012:dataflow-endpoint-group/
bb6c19ea-1517-47d3-99fa-3760f078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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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ice": { 
        "privateIps": [ 
            "127.0.0.1" 
        ], 
        "publicIps": [ 
            "1.2.3.4" 
        ], 
        "agentCpuCores": 
 [ 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 ] 
    }
} 
                 

필드 브레이크다운
능력

기능은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 Amazon 리소스 이름으로 지정됩니다.

필수: 참

형식: 문자열 배열

• 값: 기능 ARN → 문자열

예제:

"capabilities": [ 
    "arn:aws:groundstation:${AWS::Region}:${AWS::AccountId}:dataflow-endpoint-group/
${DataflowEndpointGroupId}"
] 
                     

장치

이 필드에는 현재 EC2 “디바이스”를 열거하는 데 필요한 추가 필드가 있습니다.

필수: 참

형식: 오브젝트

회원:

• 프라이빗 IP
• 퍼블릭 IP
• agentCpuCores
• 네트워크 어댑터

프라이빗 IP

이 필드는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future 사용 사례에 포함됩니다. 값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127.0.0.1"] 입니다.

필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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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문자열 배열

• 값: IP 주소 → 문자열

예제:

"privateIps": [ 
    "127.0.0.1"
], 
                     

퍼블릭 IP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당 탄력적 IP (EIP)

필수: 참

형식: 문자열 배열

• 값: IP 주소 → 문자열

예제:

"publicIps": [ 
    "9.8.7.6"
], 
                     

에이전트 CPU 코어

이는aws-gs-agent 프로세스에 예약된 가상 코어를 지정합니다. 이 값을 적절하게 설정하기??? (p. 23) 위
한 요구 사항은 을 참조하십시오.

필수: 참

형식: 정수 배열

• 값: 코어 넘버 → int

예제:

"agentCpuCores": [ 
    
 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
] 
                     

네트워크 어댑터

이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이더넷 어댑터 또는 ENI에 연결된 인터페이스에 해당합니다.

필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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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문자열 배열

• 값: 이더넷 어댑터 이름 (실행하여 찾을 수ifconfig 있음)

예제:

"networkAdapters": [ 
    "eth0"
] 
                     

인터럽트/RPS 튜닝을 위한 권장 파라미터
이 섹션에서는 튜닝 섹션 하드웨어 인터럽트 및 수신 대기열 조정 - CPU 및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침 에서 사
용할 수 있는 권장 매개변수 값을 결정합니다.

Family 인스턴스 유형 $ {인터럽트_
코어_리스트}

$ {rps_코어_
마스크}

c6i • c6i.32xlarge • 0,1,64,65 • 후후후후, 
후후후, 후
후후

c5 • c5.24xlarge
• c5.18xlarge
• c5.12xlarge

• 0,1,48,49
• 0,1,36,37
• 0,1,24,25

• 후후후후, 
후후후

• 오프, 퍼프, 
퍼프

• 퍼프, 퍼프

c5n • c5n.metal
• c5n.18xlarge

• 0,1,36,37
• 0,1,36,37

• 오프, 퍼프, 
퍼프

• 오프, 퍼프, 
퍼프

m5 • m5.24xlarge
• m5.12xlarge

• 0,1,48,49
• 0,1,24,25

• 후후후후, 
후후후

• 퍼프, 퍼프

r5 • r5.metal
• r5.24xlarge

• 0,1,48,49
• 0,1,48,49

• 후후후후, 
후후후

• 후후후후, 
후후후

r5n • r5n.metal
• r5n.24xlarge

• 0,1,48,49
• 0,1,48,49

• 후후후후, 
후후후

• 후후후후, 
후후후

g4dn • g4dn.metal
• g4dn.16xlarge
• g4dn.12xlarge

• 0,1,48,49
• 0,1,32,33
• 0,1,24,25

• 후후후후, 
후후후

• 후후후후, 
후후후

• 퍼프, 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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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인터럽트/RPS 튜닝을 위한 권장 파라미터

Family 인스턴스 유형 $ {인터럽트_
코어_리스트}

$ {rps_코어_
마스크}

p4d • p4d.24xlarge • 0,1,48,49 • 후후후후, 
후후후

p3dn • p3dn.24xlarge • 0,1,48,49 • 후후후후,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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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Station 콘솔 사용

접촉 나열 및 예약
AWS Ground Station 콘솔 또는 AWS CLI를 사용하여 위성 데이터를 입력하고, 안테나 위치를 식별하고, 통
신하고, 선택한 위성에 대한 안테나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에서 최대 8일 전에 접촉 예약을 
검토, 취소 및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Ground Station 예약 시간(분) 요금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예약 시간(분) 요금제의 세부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는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선택한 미션 프로파일의 일부인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구성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되는 리전이 결정됩니다.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 서비스 사용 (p. 61)을 참조하십시오.

연락처를 예약하려면 리소스를 구성해야 합니다. 리소스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시작하기 (p. 15)를 참조하십
시오.

주제
• Ground Station 콘솔 사용 (p. 41)
•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예약 및 관리 (p. 45)

Ground Station 콘솔 사용
AWS Ground St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연락처 예약을 예약, 확인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 콘솔을 사용하려면 AWS Ground Station 콘솔을 열고 Reserve contacts now(지금 연락처 예약)를 선
택합니다.

다음 항목을 통해 AWS Ground St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연락처를 예약, 확인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연락처 예약 (p. 41)
• 예약된 연락처 및 완료된 연락처 보기 (p. 43)
• 연락처 취소 (p. 44)

연락처 예약
AWS Ground Station 콘솔에 액세스한 후 구성된 리소스를 사용하여 연락처 관리 테이블에서 연락처를 예약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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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연락처 예약

1. 연락처 관리 테이블에서 사용 가능한 연락처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응시 가능를 사용하여 연락처상태Filter

2. 요구 사항에 맞는 접촉을 선택한 다음 Reserve Contact(접촉 예약)를 선택합니다.

3. Reserve Contact(접촉 예약) 대화 상자에서 접촉 예약 정보를 검토합니다.

a. (선택 사항) Tags(태그) 아래에서 추가할 각 태그의 키와 값을 입력합니다.
b. Reserve(예약)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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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예약된 연락처 및 완료된 연락처 보기

AWS Ground Station이 미션 프로파일의 구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정된 지상국에서 접촉을 실행합니다.

예약된 연락처 및 완료된 연락처 보기
연락처를 예약한 후에는 AWS Ground St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예약된 연락처와 완료된 연락처의 세부 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연락처 관리 테이블에서 예약된 연락처와 완료된 연락처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예약됨또는Completed를 사용하여 연락처상태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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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연락처 취소

연락처가 파라미터와 일치하면 예약된 연락처 또는 완료된 연락처가 나열됩니다.

연락처 취소
AWS Ground St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예약된 연락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연락처 관리 테이블에서 예약된 연락처와 완료된 연락처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예약됨를 사용하여 연락처상태Filter

2. 예약된 연락처 목록에서 취소할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ancel Contact(연락처 취소)를 선택합
니다.

3. Cancel contact(연락처 취소) 대화 상자에서 Ok(확인)를 선택합니다.

연락처의 상태는 취소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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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예약 및 관리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예약 및 관리
AWS CLI를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에서 연락처를 예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
여 연락처를 예약하고 관리하기 전에 다음 AWS CLI 사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WS CLI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WS CLI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 버전 2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 AWS CLI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WS CLI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 버전 2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AWS CLI에서 유지 관리되는 파일에 자주 사용되는 구성 설정과 자격 증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 연락처를 예약하고 관리하려면 이러한 설정과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
다. 구성 및 자격 증명 설정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성 및 자격 증명 파일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AWS CLI 구성 및 사용 준비가 완료되면 AWS Ground Station CLI 명령 참조 페이지를 검토하여 사용 가능한 
명령을 숙지하십시오.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AWS CLI 명령 구조를 따르고 명령 앞에 groundstation
접두사를 붙여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할 서비스로 지정합니다. AWS CLI 명령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WS CLI의 명령 구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제 명령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 groundstation <command> <subcommand> [options and parameters]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예약, 조회 및 취소하려면 다음 주제를 사용합니다.

주제
•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보기 및 나열 (p. 45)
•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예약 (p. 46)
• 연락처 설명AWS CLI (p. 47)
•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취소 (p. 47)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보기 및 나열
AWS CLI를 사용하여 CANCELLED, COMPLETED 또는 SCHEDULED 연락처를 나열하고 보려면 다음 파라미터
를 사용하여 aws groundstation list-contacts를 실행합니다.

• 시작 시간 - --start-time <value>를 사용하여 연락처의 시작 시간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허용되는 
시간 값 형식입니다. YYYY-MM-DDTHH:MM:SSZ

• 종료 시간 - --end-time <value>를 사용하여 연락처의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허용되는 시간 
값 형식입니다. YYYY-MM-DDTHH:MM:SSZ

• 상태 목록 - --status-list <value>를 사용하여 연락처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허용 가능한 값은
AVAILABLE, CANCELLED, COMPLETED 또는 SCHEDULED입니다. 유효한 값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list-
contacts를 참조하십시오.

AWS CLI를 사용하여 AVAILABLE 연락처를 나열하고 보려면 위에 나열된 파라미터 외에도 다음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 Ground Station ID - --ground-station <value>를 사용하여 Ground Station ID를 지정합니다.
• 미션 프로파일 ARN - --mission-profile-arn <value>를 사용하여 미션 프로파일의 ARN을 지정합

니다.
• 위성 ARN - --satellite-arn <value>를 사용하여 위성 ARN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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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예약

list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
오.목록 연락처

사용 가능한 연락처를 나열하는 명령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aws groundstation --region us-east-2 list-contacts --ground-station 'Ohio 1' 
 --mission-profile-ar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12:mission-
profil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23456789012:satellit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start-time '2020-04-10T00:09:22Z' --end-time '2020-04-10T00:11:22' --status-list 
 'AVAILABLE'

사용 가능한 연락처 목록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contactList": [ 
    { 
      "contactStatus": "AVAILABLE", 
      "endTime": "2020-04-15T03:16:35-06:00", 
      "groundStation": "Oregon 1", 
      "maximumElevation": { 
        "unit": "DEGREE_ANGLE", 
        "value": 11.22 
      }, 
      "missionProfileArn": "arn:aws:groundstation:us-west-2:111111111111:mission-
profil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region": "us-west-2",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11111111111:satellit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startTime": "2020-04-15T03:06:08-06:00" 
    } 
  ]
}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예약
AWS CLI는 분 단위로 연락처를 예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AWS CLI에 고유하며 AWS 
Ground Station 콘솔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예약하려면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ws groundstation reserve-
contact를 실행합니다.

• Ground Station ID - --ground-station <value>를 사용하여 Ground Station ID를 지정합니다.
• 미션 프로파일 ARN - --mission-profile-arn <value>를 사용하여 미션 프로파일의 ARN을 지정합

니다.
• 위성 ARN - --satellite-arn <value>를 사용하여 위성 ARN을 지정합니다.
• 시작 시간 - --start-time <value>를 사용하여 연락처의 시작 시간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허용되는 

시간 값 형식입니다. YYYY-MM-DDTHH:MM:SSZ
• 종료 시간 - --end-time <value>를 사용하여 연락처의 종료 시간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허용되는 시간 

값 형식입니다. YYYY-MM-DDTHH:MM:SSZ

연락처 예약은 비동기식 프로세스입니다. 에 대한 응답reserve-contact명령은 연락처 식별자를 제공합
니다. 비동기 예약 프로세스의 결과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십시오.describe-contact. 자세한 내용
은 아래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연락처 설명AWS CLI (p. 47).

list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
오.예약 고객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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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설명AWS CLI

연락처를 예약하는 명령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aws groundstation reserve-contact --ground-station 'Ohio 1' --mission-
profile-ar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12:mission-
profil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23456789012:satellit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
start-time '2020-04-10T00:09:22Z' --end-time '2020-04-10T00:11:22'

성공적으로 예약된 연락처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contac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

연락처 설명AWS CLI
연락처/예약 상태를 보려면 다음을 사용하십시오.AWS CLI다음을 사용하십시오.describe-contactCLI 
명령. 이는 비동기 연락처 예약 프로세스의 결과를 확인하고, 진행 중인 연락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완료
된 연락처의 상태를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락처를 설명하려면AWS CLI를 실행하려면aws groundstation describe-contact다음 파라미터를 
포함합니다.

• 연락처 ID- 연락처 ID 지정--contact-id <value>.

list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
오.설명 - 연락처.

연락처를 설명하는 명령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aws groundstation describe-contact --contac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성공적으로 예약된 연락처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groundStation": "Ireland 1", 
  "tags": {}, 
  "missionProfileArn": "arn:aws:groundstation:us-west-2:111111111111:mission-
profil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region": "us-west-2", 
  "contac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prePassStartTime": 1645850471.0, 
  "postPassEndTime": 1645851172.0, 
  "startTime": 1645850591.0, 
  "maximumElevation": { 
      "value": 12.66, 
      "unit": "DEGREE_ANGLE" 
  },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11111111111:satellit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endTime": 1645851052.0, 
  "contactStatus": "SCHEDULED"
}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취소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를 취소하려면 다음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ws groundstation cancel-
contact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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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AWS CLI를 사용하여 연락처 취소

• 리전 - --region <value>를 사용하여 지상국 리전을 지정합니다.
• 연락처 ID - --contact-id <value>를 사용하여 연락처 ID를 지정합니다.

list 명령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
오.고객 응대 중

연락처를 예약하는 명령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aws groundstation --region us-east-2 cancel-contact --contac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성공적으로 취소된 연락처의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contac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

48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reference/groundstation/cancel-contact.html


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1단계: EC2 SSH 키 페어 생성

Amazon EC2 데이터 전송
AWS Ground Station연락처 데이터를 계정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 에 비동기
적으로 전송하거나 계정의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와 동기식으로 전송합니
다. 다음 단계에서는 Amazon EC2 인스턴스와 통화 데이터를 주고 받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구성하는 방법
을 설명합니다. Amazon S3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 15)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1단계: EC2 SSH 키 페어 생성 (p. 49)
• 2단계: VPC 설정 (p. 50)
• 3단계: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선택 및 사용자 지정 (p. 51)
• 4단계: AWS CloudFormation 스택 구성 (p. 59)
• 5단계: FE 프로세서/라디오 설치 및 구성 (p. 60)
• 다음 단계 (p. 60)

1단계: EC2 SSH 키 페어 생성
아직 키 페어가 없는 경우 Amazon EC2 콘솔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려는 각AWS 지역에 대해 새 키 페어를 생
성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담당자를 예약하려고 계획하는 AWS 지역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모든 
AWS 리전에 대해 키 페어를 생성해야 합니다.

Note

AWS Ground Station은 일부 리전에서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AWS 지역에서 AWS 
Ground Station이 지원되는지 확인합니다. AWS Ground Station 안테나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WS Ground Station FAQ를 참조하십시오.

2. 서비스 > EC2 > 네트워크 및 보안 > 키 페어를 선택한 다음 키 페어 생성을 선택합니다.
3. 그라운드 스테이션-ec2-Access-key- <region>(예: 그라운드 스테이션-ec2-access-key-us-east -2) 와 같

은 친숙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고, 원하는 SSH 유틸리티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권/권한

을 설정합니다(예: chmod 400 <키 이름>.pem).
5. 필요한 경우 다른 AWS 지역에 대해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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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VPC 설정
VPC의 전체 설정은 이 가이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미 사용자 지정된 기존 VPC가 없는 경우 AWS 계
정에 생성된 기본 VP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IP 주소를 연결하지 않고도 Amazon EC2 인스턴스에 
SSH로 연결할 수 있도록 VPC Linux 배스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VPC에서 Linux 배스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의 Linux 배스천 호스트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AWS에서 Linux 환경에 배스천 호스트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
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모범 사례가 권장됩니다.

1. AWS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2. AWS 클라우드의 Linux 배스천 호스트: 퀵 스타트 레퍼런스 배포 페이지에서 퀵 스타트 시작(새 VPC의 

경우)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생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은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4. 스택 지정 세부 정보 페이지의 다음 상자에서 편집하거나 변경합니다.

a. 스택 이름 상자에 호스트의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b. 가용 영역에서 VPC의 서브넷에 사용하려는 가용 영역을 선택합니다. 두 개 이상의 가용 영역을 선

택해야 합니다.
c. 허용된 배스천 외부 액세스 CIDR에서 SSH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는 CIDR 블록을 입력합니다. 확실

하지 않은 경우 0.0.0.0/0 값을 사용하여 SSH 키가 있는 호스트에서 SSH 액세스를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d. 키 페어 이름에서, the section called “1단계: EC2 SSH 키 페어 생성” (p. 49)에서 생성한 키 페어 
이름을 선택합니다.

e. Bastion instance type(접속 인스턴스 유형)에서 t2.micro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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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t2.micro 인스턴스 유형은 유럽(스톡홀름) 리전(eu-north-1)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럽
(스톡홀름) 리전(eu-north-1)에서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하는 경우 t3.micro를 선택하
십시오.

f. TCP 전달에서 true를 선택합니다.
g.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편집하거나 변경합니다. 배포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VPC 구성을 변경하고, 

배스천 호스트 인스턴스의 개수 및 유형을 선택하고, TCP 또는 X11 전달을 활성화하고, 배스천 호
스트에 기본 또는 사용자 지정 배너를 활성화합니다.

h.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스택 옵션 구성 페이지에서 필요한 경우 변경하거나 편집합니다.
6.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배스천 호스트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두 가지 기능 승인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택 생성을 선택합

니다.

3단계: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선택 및 사용자 
지정

오늘날 VPC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 연락처 별로 여러 데이터 스트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트림은 두 가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TA-49 신호/IP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스트림은 최대 
54MHz 대역폭의 S 대역 및 X 대역 신호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VITA-49 확장 데이터/IP는 최대 500MHz 
대역폭의 복조 및/또는 디코딩된 X 대역 신호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성을 온보딩 (p. 14)한 후, 미션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위성의 양방향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거나 푸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퍼블릭 브로드캐스트 위성을 사용하는 미리 
구성된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템플릿을 사용하면 AWS Ground Station 사용을 
쉽게 시작할 수 습니다. 에 대한AWS CloudFormation 자세한 내용은 AWS란 무엇입니까 CloudFormation? 
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EC2 인스턴스의 Data Defender의 로컬 호스트 측에서 수신하는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
터 스토리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통화 중에 Amazon EC2 
인스턴스로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 및/또는 처리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Amazon EC2 인스턴스 설정 구성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Amazon EC2 m5.4xlarge 인스턴스 유형
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사례에 적합한 Amazon EC2 인스턴스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
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스 설정을 선택할 때는 스토리지 I/O 및 CPU 성능 등의 요구 사항을 고려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기 인스턴스에서 소프트웨어 모뎀을 실행하려면 코어가 많고 클럭 속도가 빠른 
컴퓨팅 최적화 인스턴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적합한 인스턴스 설정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
법은 워크로드로 인스턴스 설정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Amazon EC2 사용하면 인스턴스 설정을 쉽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인스턴스 설정을 사용자 지정하십시오.

일반적인 권장 사항으로, AWS Ground Station은 AWS Nitro System과 같은 업링크 및 다운링크를 위한 향상
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인스턴스 사용을 권장합니다. 향상된 네트워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
스에서 Elastic Network Adapter(ENA)로 향상된 네트워킹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은 Amazon EC2 인스턴스 유형을 구성하는 것 외에도 인스턴스에 사용할 기
본 Amazon 머신 이미지 (AMI) 를 구성합니다. AWS Ground Station베이스에는 EC2 인스턴스에 사전 설치
된 서비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AM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MM에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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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수동 생성 및 구성
이 섹션의 샘플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위성 연락처 실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구성
합니다. 위성 연락처 실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수동으로 만들고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
니다.

• AWS Ground Station구성을 생성합니다. AWS Ground Station구성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Config AWS CLI 명령 참조 생성 또는 Config API 참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 AWS Ground Station미션 프로필을 만드세요. 미션 프로필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AWS Ground Station 미션 프로필 생성 AWS CLI 명령 참조 또는 미션 프로필 생성 API 참조를 참조하십
시오.

• AWS Ground Station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을 생성합니다. AWS Ground StationDataflow 엔드포인
트 그룹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 생성 AWS CLI 명령 
참조 또는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 생성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에서 사용할 EC2 인스턴스를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AWS Ground Station 참조하십시오??? (p. 58).

• EC2 인스턴스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AWS Ground Station 있도록 EC2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 설정을 구
성합니다. EC2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 설정을 수동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그룹 생
성 AWS CLI 명령 참조 또는 보안 그룹 API 참조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선택
AWS Ground Station는 서비스 사용 방법을 보여주고 다른 방법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템플릿을 찾습니다.

미리 구성된 템플릿 사용

미리 구성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 위성에서 다이렉트 브로드
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템플릿에는 연락처를 예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AWS 
CloudFormation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quaSnppJpss 템플릿은 복조 및 디코딩된 다이렉트 브로
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AWS CloudFormation 리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ASA Direct 
Readout Labs 소프트웨어(RT-STPS 및 IPOPP)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경우 이 템플릿을 사용
하여 시작합니다. AquaSnppJpssTerraDigIF 템플릿은 원시 DigIF(Digitized Intermediate Frequency)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AWS CloudFormation 리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경우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Ec2DataDelivery템플릿은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통
해 원시 광대역 디지털화 중간 주파수 (DigIf) 직접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 AWS CloudFormation
리소스로 구성됩니다.

협대역 데이터 전송 템플릿:

• the section called “AquaSnppJpss 템플릿 (협대역)” (p. 53)
• the section called “AquaSnppJpssTerraDigIF 템플릿 (협대역)” (p. 55)

광대역 DigIf 데이터 전송 템플릿:

• the section called “직접 방송 위성 광대역 DigIF 템플릿 (광대역)” (p. 56)

Important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사용하여 AMI에 액세스하려면 Satellite를 서비스에 온보딩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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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위성 사용

자체 위성을 구성하려면 다른 파라미터 및 리소스 세트가 필요합니다. 이는 직접 하기가 어렵습니다. AWS 
Ground Station 팀은 자체 위성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며 다운링크, 업링크 및 업링크 에코 스트림에 
대한 리소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에서 사용할 자체 위성을 구성하려
면 AWS Support에 문의하십시오.

템플릿 액세스
아래 리전별 Amazon S3 버킷의 템플릿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리전 S3 엔드포인트를 사용합
니다. <us-west-2>를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하고 있는 리전으로 변경합니다.

s3://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 

AWS CLI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AWS CLI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AquaSnppJpss 템플릿 (협대역)
AquaSnppJpss.yml라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빠른 액세스를 통해 Aqua, SNPP 및 JPSS-1/
NOAA-20 위성에 대한 데이터 수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Amazon EC2 인스턴스
와 연락을 예약하고 복조되고 디코딩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AWS Ground 
Station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ASA Direct Readout Labs 소프트웨어(RT-STPS 및 IPOPP)를 사용
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경우 이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Aqua, SNPP 및 JPSS-1/NOAA-20이 자신의 계정에 온보딩되지 않은 경우 고객 온보딩 (p. 14)을 참조하십시
오.

Important

템플릿을 적용하기 전에 Amazon EC2 인스턴스를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인스
턴스가 중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객 온보딩 S3 버킷에 액세스하여 템플릿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리전별 S3 버킷을 사용합니
다. <us-west-2>를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하고 있는 리전으로 변경합니다.

Note

다음 지침에서는 YAML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템플릿은 YAML 형식과 JSON 형식으로 모두 제공됩
니다. JSON을 사용하려면 <.yml>를 <.json>로 바꿉니다.

AWS CLI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s3 cp s3://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AquaSnppJpss.yml .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로 이동하면 콘솔에서 템플릿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s3.console.aws.amazon.com/s3/object/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
west-2/AquaSnppJpss.yml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s://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s3.us-west-2.amazonaws.com/
AquaSnppJpss.y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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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은 어떤 리소스를 정의합니까?

AquaSnppJpss 템플릿에는 다음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 데이터 전송 서비스 역할 - AWS Ground Station는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계정에서 ENI를 생성/삭제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선택 사항) 수신자 인스턴스 - 를 사용하여 위성과 데이터를 주고 받는 Amazon EC2 인스턴스입니다AWS 
Ground Station.
• 인스턴스 보안 그룹 - Amazon EC2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입니다.
• 인스턴스 역할 - Amazon EC2 인스턴스의 역할입니다.
• 인스턴스 프로파일 - Amazon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프로파일
• 클러스터 배치 그룹 - Amazon EC2 인스턴스가 시작되는 배치 그룹입니다.

•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보안 그룹 - AWS Ground Station가 생성한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속
한 보안 그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안 그룹은 AWS Ground Station가 VPC의 모든 IP 주소로 트래픽을 
스트리밍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는 트래픽을 특정 IP 주소 집합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
니다.

• 수신기 인스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AWS Ground Station가 연결할 고정 IP 주소를 제공하는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는 eth1의 수신기 인스턴스에 연결됩니다.

• Receiver 인스턴스 인터페이스 연결 -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elastic network interface 인터페
이스입니다.

• (선택 사항) CloudWatch 이벤트 트리거 - 연락처AWS Ground Station 이전 및 이후에 전송된 CloudWatch 
이벤트를 사용하여 트리거되는AWS Lambda 함수입니다. AWS Lambda 함수는 수신기 인스턴스를 시작
하고 선택적으로 중지합니다.

• (선택 사항) 연락처에 대한 EC2 확인 - Lambda를 사용하여 SNS 알림이 있는 연락처에 대한 Amazon EC2 
인스턴스의 확인 시스템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현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 위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AWS 
Ground Station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p. 4)입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생성의 일환으로 
AWS Ground Station는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계정에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
다.

• 추적 구성 - 안테나 시스템이 위성을 하늘을 따라 이동할 때 추적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AWS Ground 
Station 추적 구성 (p. 7)입니다.

• Ground Station Amazon 머신 이미지 검색 Lambda - 인스턴스에 설치할 소프트웨어와 원하는 AMI를 선
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소프트웨어 옵션에는DDX 2.6.2 Only 및 가 포함됩니다DDX 2.6.2 with 
qRadio 3.6.0. 광대역 DigIf 데이터 전송 및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사용하려면 를 사용하십시
오??? (p. 55). 이러한 옵션은 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기능이 출시됨에 따라 계속 확장될 것입니
다.

또한 템플릿은 Aqua, SNPP, JPSS-1/NOAA-20 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JPSS-1/NOAA-20 및 SNPP의 다운링크 데모/디코딩 구성, Aqua의 다운링크 데모/디코딩 구성.
• JPSS-1/NOAA-20 및 SNPP의 미션 프로파일, Aqua의 미션 프로파일.

이 템플릿의 위성에 대한 값과 매개 변수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위성
에서 즉시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할 때 AWS Ground Station를 사용
하기 위해 자체 값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사례에 맞게 템플릿을 작동하도록 값을 사용자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내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신합니까?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은 템플릿의 일부로 생성되는 수신기 인스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도록 설정됩니다. 수신기 인스턴스는 Data Defender를 사용하여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에 의해 정의된 포
트에서 AWS Ground Station의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합니다. 수신된 데이터는 수신기 인스턴스의 루프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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댑터에서 UDP 포트 50000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그룹을 참조하십시오.

AquaSnppJpssTerraDigIF 템플릿 (협대역)
AquaSnppJpssTerraDigIF.yml라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빠른 액세스를 통해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 위성에 대한 DigIF(Digitized Intermediate Frequency) 데이터 수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Amazon EC2 인스턴스와 원시 DigIf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
신하는 데 필요한AWS CloudFormation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를 사용
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경우 이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가 자신의 계정에 온보딩되지 않은 경우 고객 온보딩 (p. 14)을 참조
하십시오.

Important

템플릿을 적용하기 전에 Amazon EC2 인스턴스를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인스
턴스가 중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객 온보딩 S3 버킷에 액세스하여 템플릿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리전별 S3 버킷을 사용합니
다. <us-west-2>를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하고 있는 리전으로 변경합니다.

Note

다음 지침에서는 YAML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템플릿은 YAML 형식과 JSON 형식으로 모두 제공됩
니다. JSON을 사용하려면 <.yml>를 <.json>로 바꿉니다.

AWS CLI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s3 cp s3://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
AquaSnppJpssTerraDigIF.yml .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로 이동하면 콘솔에서 템플릿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s3.console.aws.amazon.com/s3/object/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
west-2/AquaSnppJpssTerraDigIF.yml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s://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s3.us-west-2.amazonaws.com/
AquaSnppJpssTerraDigIF.yml

템플릿은 어떤 리소스를 정의합니까?

AquaSnppJpssTerraDigIF 템플릿에는 다음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 데이터 전송 서비스 역할 - AWS Ground Station는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계정에서 ENI를 생성/삭제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선택 사항) 수신자 인스턴스 - 를 사용하여 위성과 데이터를 주고 받는 Amazon EC2 인스턴스입니다AWS 
Ground Station.
• 인스턴스 보안 그룹 - Amazon EC2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입니다.
• 인스턴스 역할 - Amazon EC2 인스턴스의 역할입니다.
• 인스턴스 프로파일 - Amazon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프로파일
• 클러스터 배치 그룹 - Amazon EC2 인스턴스가 시작되는 배치 그룹입니다.

•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보안 그룹 - AWS Ground Station가 생성한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속
한 보안 그룹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보안 그룹은 AWS Ground Station가 VPC의 모든 IP 주소로 트래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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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는 트래픽을 특정 IP 주소 집합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
니다.

• 수신기 인스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AWS Ground Station가 연결할 고정 IP 주소를 제공하는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는 eth1의 수신기 인스턴스에 연결됩니다.

• Receiver 인스턴스 인터페이스 연결 -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elastic network interface 인터페
이스입니다.

• (선택 사항) CloudWatch 이벤트 트리거 - 연락처AWS Ground Station 이전 및 이후에 전송된 CloudWatch 
이벤트를 사용하여 트리거되는AWS Lambda 함수입니다. AWS Lambda 함수는 수신기 인스턴스를 시작
하고 선택적으로 중지합니다.

• (선택 사항) 연락처에 대한 EC2 확인 - Lambda를 사용하여 SNS 알림이 있는 연락처에 대한 Amazon EC2 
인스턴스의 확인 시스템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현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 위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AWS 
Ground Station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p. 4)입니다.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생성의 일환으로 
AWS Ground Station는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위해 계정에 탄력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
다.

• 추적 구성 - 안테나 시스템이 위성을 하늘을 따라 이동할 때 추적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AWS Ground 
Station 추적 구성 (p. 7)입니다.

• 다운링크 DigIF 엔드포인트 구성 -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다운링크하는 데 사용되는 정의된 엔드포인트
입니다.

• Ground Station Amazon 머신 이미지 검색 Lambda - 인스턴스에 설치할 소프트웨어와 원하는 AMI를 선
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소프트웨어 옵션에는DDX 2.6.2 Only 및 가 포함됩니다DDX 2.6.2 with 
qRadio 3.6.0. 이러한 옵션은 추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기능이 출시됨에 따라 계속 확장될 것입니
다.

또한 이 템플릿은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 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를 위한 다운링크 DigIF 안테나 구성.
• JPSS-1/NOAA-20 및 SNPP의 미션 프로파일, Aqua의 미션 프로파일, Terra의 미션 프로파일.

이 템플릿의 위성에 대한 값과 매개 변수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위성
에서 즉시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할 때 AWS Ground Station를 사용
하기 위해 자체 값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사례에 맞게 템플릿을 작동하도록 값을 사용자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내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신합니까?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은 템플릿의 일부로 생성되는 수신기 인스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도록 설정됩니다. 수신기 인스턴스는 Data Defender를 사용하여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에 의해 정의된 포
트에서 AWS Ground Station의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합니다. 수신된 데이터는 수신기 인스턴스의 루프백 어
댑터에서 UDP 포트 50000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그룹을 참조하십시오.

직접 방송 위성 광대역 DigIF 템플릿 (광대역)
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Ec2DataDelivery.yml라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은 빠른 액세스를 통해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 위성에 대한 DigIF(Digitized Intermediate 
Frequency) 데이터 수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Amazon EC2 인스턴스와 원시 DigIf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를 수신하는 데 필요한AWS CloudFormation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
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려는 경우 이 템플릿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가 자신의 계정에 온보딩되지 않은 경우 고객 온보딩 (p. 14)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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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템플릿을 적용하기 전에 Amazon EC2 인스턴스를 중지해야 합니다. 사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인스
턴스가 중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객 온보딩 S3 버킷에 액세스하여 템플릿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리전별 S3 버킷을 사용합니
다. <us-west-2>를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하고 있는 리전으로 변경합니다.

Note

다음 지침에서는 YAML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템플릿은 YAML 형식과 JSON 형식으로 모두 제공됩
니다. JSON을 사용하려면 <.yml>를 <.json>로 바꿉니다.

AWS CLI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aws s3 cp s3://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agent/ec2_delivery/
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Ec2DataDelivery.yml

브라우저에서 다음 URL로 이동하면 콘솔에서 템플릿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s3.console.aws.amazon.com/s3/object/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
west-2/agent/ec2_delivery/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Ec2DataDelivery.yml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AWS CloudFormation에서 템플릿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s://groundstation-cloudformation-templates-us-west-2.s3.us-west-2.amazonaws.com/agent/
ec2_delivery/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Ec2DataDelivery.yml

템플릿은 어떤 리소스를 정의합니까?

DirectBroadcastSatelliteWbDigIfEc2DataDelivery 템플릿에는 다음 리소스가 포함됩니다.

• (선택 사항) 수신자 인스턴스 - 를 사용하여 위성과 데이터를 주고 받는 Amazon EC2 인스턴스입니다AWS 
Ground Station.
• 인스턴스 보안 그룹 - Amazon EC2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입니다.
• 인스턴스 역할 - Amazon EC2 인스턴스의 역할입니다.
• 인스턴스 프로파일 - Amazon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프로파일
• 클러스터 배치 그룹 - Amazon EC2 인스턴스가 시작되는 배치 그룹입니다.

• 데이터 전달AWS KMS 키 - 데이터 흐름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입니다.
• Ground Station 키 역할 - 키에 액세스하여 데이터 흐름을 해독하는 역할을 맡는 IAM 역할AWS Ground 

StationAWS KMS
• Ground Station 키 액세스 정책 - 데이터 전송 키에서 수행할AWS Ground Station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하

는 IAM 정책
• 수신자 인스턴스 엘라스틱 IP - 연결할 엘라스틱 IP입니다.AWS Ground Station 이것은 수신자 인스턴스에 

연결됩니다.
• 수신자 인스턴스 엘라스틱 IP 연결 - 엘라스틱 IP를 수신자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 (선택 사항) CloudWatch 이벤트 트리거 - 연락처AWS Ground Station 이전 및 이후에 전송된 CloudWatch 

이벤트를 사용하여 트리거되는AWS Lambda 함수입니다. AWS Lambda 함수는 수신기 인스턴스를 시작
하고 선택적으로 중지합니다.

• (선택 사항) 연락처에 대한 EC2 확인 - Lambda를 사용하여 SNS 알림이 있는 연락처에 대한 Amazon EC2 
인스턴스의 확인 시스템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현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 위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AWS 
Ground Station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p.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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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구성 - 안테나 시스템이 위성을 하늘을 따라 이동할 때 추적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AWS Ground 
Station 추적 구성 (p. 7)입니다.

또한 이 템플릿은 Aqua, SNPP, JPSS-1/NOAA-20 및 Terra 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JPSS-1/NOAA-20 및 SNPP용 다운링크 구성, Aqua용 다운링크 구성 및 Terra용 다운링크 구성입니다.
• JPSS-1/NOAA-20 및 SNPP의 미션 프로파일, Aqua의 미션 프로파일, Terra의 미션 프로파일.

이 템플릿의 위성에 대한 값과 매개 변수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위성
에서 즉시 AWS Ground Sta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할 때 AWS Ground Station를 사용
하기 위해 자체 값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사례에 맞게 템플릿을 작동하도록 값을 사용자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내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신합니까?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은 템플릿의 일부로 생성되는 수신기 인스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도록 설정됩니다. 수신자 인스턴스는AWS Ground Station Agent를 사용하여 dataflow 엔드포인트에서 정의
된 포트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수신합니다.AWS Ground Station Dataflow 엔드포인트 그룹 설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WS::GroundStation::DataflowEndpoint그룹을 참조하십시오.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p. 20).

Amazon EC2 인스턴스 생성
Note

미리 만들어진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AWS Ground Station 제공되므로 리소스AWS 
Ground Station (Amazon EC2 인스턴스 포함) 를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도 없고 권장되지도 않습니
다 (??? (p. 51)자세한 내용은 참조).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사용해도 사용 사례에 맞지 
않는 경우 계속 읽어 보세요.

AWS Ground Station협대역 또는 광대역 데이터 전송을 위해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전송하
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사전 로드된 상태로 제공되는 Amazon EC2 AMI를 제공합니다. DigIf

Important

AWS Ground StationAMM에 액세스하려면 서비스에 위성이 온보딩되어 있어야 합니다.

Amazon EC2 AMI와 함께 DataDefender
이 AMI는 DataDefender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전 설치되어 제공되며 협대역 데이터 전송 다운링크 접점에 사
용됩니다.

이 AMI의 이름 지정 체계는 입니다groundstation-al2-ddx$DDX_VERSION-ami-$DATE_PUBLISHED. 
새 DDX AMI는 새 AL2 Amazon EC2 AMI가 게시된 직후 게시됩니다. 새 버전의 DataDefender 소프트웨어를
AWS Ground Station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용하여 새 AMI가 게시됩니다.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가 포함된 Amazon EC2 AMI
이 AMI는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와 함께 사전 설치되어 제공되며 광대역 DigIf 다운링크 접점에 사용
됩니다.

이 AMI의 이름 지정 체계는groundstation-al2-gs-agent-ami-* 여기서*는 AMI가 생성된 날짜입니
다. 새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 AMI는 새 AL2 Amazon EC2 AMI가 게시된 직후 또는 새 버전의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 RPM이 릴리스될 때 게시됩니다.

AWS Ground Station에이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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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AMI 사용
Amazon EC2 콘솔의 AMS 탭을 통해 AM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AWS Ground Station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하면 프라이빗 이미지 필터에서 AM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AMI를 정렬하고 이름이 가장 최근에 게시된 AM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groundstation-al2-ddx$DDX_VERSION-ami-$DATE_PUBLISHED.

사용 사례에AWS Ground Station AMI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AWS Ground Station 팀에 문의하여 
DataDefender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얻으십시오.

4단계: AWS CloudFormation 스택 구성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템플릿을 선택한 후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구성합니다. 이 절차에서 생성되
는 리소스는 리소스를 생성할 당시에 속한 리전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리전을 결정하
는 미션 프로파일과 해당 속성이 포함됩니다.

1. 에서 서비스AWS Management Console >를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
2. 탐색 창에서 스택(Stacks)을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 > 새 리소스 사용(표준)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생성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the section called “템플릿 선택” (p. 52)에서 선택한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a. Amazon S3 URL을 템플릿 소스로 선택하고 Amazon S3 URL에 사용하려는 템플릿의 URL을 복사
하여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b.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템플릿 소스로 선택하고 파일 선택을 선택합니다. the section called “템플릿 
선택” (p. 52)에서 다운로드한 템플릿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a. 스택 이름상자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추후 오류 가능성을 줄이려면 간단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b. 의 CloudWatchEventActions경우 연락처 전후에 CloudWatch 이벤트 트리거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c. CreateEC2의 경우VerificationForContacts, SNS 알림이 있는 연락처를 위해 EC2 인스턴스의 검증 
시스템 (Lambda 활용) 을 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현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d. 의 CreateReceiverInstance경우 Amazon EC2 수신자 인스턴스를 생성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 the section called “1단계: EC2 SSH 키 페어 생성” (p. 49)에서 생성한 SSH 키 이름을 선택합니

다.
f. Amazon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는 서브넷 ID를 선택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Amazon EC2 인스

턴스를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정을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AWS 클
라우드의 Linux Bastion Hosts: Quick Start Reference Deployment를 사용하여 프라이빗 서브넷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the section called “2단계: VPC 설정” (p. 50) 있습니다.

Note

조직에 Amazon EC2 인스턴스 전용 서브넷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g. the section called “2단계: VPC 설정” (p. 50)에서 생성한 VPC 스택을 선택합니다.
h.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Amazon EC2 인스턴스의 스택 옵션 및 고급 옵션을 구성합니다.

a. 태그 및 권한 섹션에서 태그 및 권한을 추가합니다.
b. 스택 정책, 롤백 구성, 알림 옵션 및 스택 생성 옵션을 변경합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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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택 세부 정보를 검토한 후 기능 승인을 선택한 후 스택 생성을 선택합니다.

5단계: FE 프로세서/라디오 설치 및 구성
AWS CloudFormation템플릿에 정의된 Amazon EC2 인스턴스에는 기본적으로 프런트 엔드 (FE) 프로세서 
또는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SDR) 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AWS Ground Station 안테나 시스템에서/
시스템으로 송수신되는 VITA-49 패킷을 처리하려면 FE 프로세서 또는 SDR을 설치해야 합니다.

FE 프로세서 또는 SDR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방법은 사용하는 FE 프로세서 또는 SDR에 따라 다릅니다. FE 
프로세서 또는 SDR 설치는 이 사용 설명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FE 프로세서/라디오를 설치하고 구성하려면 AWS Support에 문의하십시오.

Important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생성된 인스턴스에서 FE 프로세서 또는 SDR을 실행하여 Data 
Defender로 송수신되는 DTLS 데이터 스트림의 이점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
이제 AWS Ground Station 계정 및 리소스가 구성되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AWS 
Ground Station 콘솔에서 위성 데이터를 입력하고, 안테나 위치를 식별하며, 통신하고, 선택한 위성의 안테나 
시간을 예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경보를 구성할 수도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접촉 나열 및 예약 (p. 41)
• AWS Ground Station 모니터링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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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서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려면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 서비스 사용
이AWS Ground Station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 기능은 안테나에서 AWS 리전의 Amazon EC2 인스턴스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리전 간 데이터 전송은 현재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Amazon S3 버킷에서 연락처 데이터를 수신할 때 지원되는 리전입니다. Amazon EC2
로의 데이터 전송을 사용할 경우 다음 안테나-대상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us-east-2) -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us-west-2)
• 미국 서부(오레곤) 리전(us-west-2) - 미국 동부(오하이오) 리전(us-east-2)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려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구성해야 합니다. 선택 및 사용자 지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AWS CloudFormation템플릿,??? (p. 51).

AWS Ground Station에서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려면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콘솔에서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려면 (p. 61)
• AWS CLI를 통해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려면 (p. 62)

콘솔에서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려면
할 때연락처 예약 (p. 41)의AWS Ground Station콘솔에서 원하는 리전으로 연락처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
성된 미션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모든 파라미터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접속 예약을 선택합니다. 콘솔에 원
하는 미션 프로파일이 없는 경우 콘솔을 보고 있는 리전에 미션 프로파일을 생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접속을 예약한 후에는 예약된 접속을 보고 (p. 43) 대상 리전 및 지상기지 안테나의 위치를 확인하여 교차 리
전 데이터 전송을 예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에 대해 예약된 접속
을 보여줍니다. 이 접속은 오하이오 지상기지 안테나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오레곤으로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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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를 통해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려
면

AWS CLI에서 접속을 예약할 경우 원하는 리전으로 접속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된 미션 프로파일을 선택
합니다. --mission-profile-arn <value>을 사용하여 원하는 미션 프로파일의 ARN을 지정합니다. 모
든 파라미터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명령을 실행합니다. 접속을 보고 리스팅할 때 원하는 미션 프로파일 ARN
이 없으면 AWS CLI를 실행 중인 리전에서 미션 프로파일을 생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접속을 예약한 후에는 예약된 접속을 보고 대상 리전 및 지상기지 안테나의 위치를 확인하여 교차 리전 데이
터 전송을 예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력은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이 예약된 접속을 보여줍니다. 
이 접속은 오하이오 지상기지 안테나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오레곤으로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contactList": [ 
    { 
      "contac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contactStatus": "SCHEDULED", 
      "endTime": "2020-05-05T03:16:35-06:00", 
      "groundStation": "Ohio 1", 
      "maximumElevation": { 
        "unit": "DEGREE_ANGLE", 
        "value": 26.74 
      }, 
      "missionProfileArn": "arn:aws:groundstation:us-west-2:123456789012:mission-
profil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postPassEndTime": "2020-05-05T03:17:35-06:00", 
      "prePassStartTime": "2020-05-05T03:04:08-06:00", 
      "region": "us-west-2",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23456789012:satellit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startTime": "2020-05-05T03:06:08-0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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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AWS Ground Station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AWS는 AWS 
Ground Station을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하고, 적절한 경우 자동 조치를 취하는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합니다.

• AmazonCloudWatch Events는AWS 리소스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시스템 이벤트의 스트림을 거의 실시
간으로 제공합니다. CloudWatchEvents는 특정 이벤트를 감시하는 규칙을 작성하고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
할 때 다른AWS 서비스에서 자동화된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으므로 자동화된 이벤트 기반 컴퓨팅이 가능
합니다. AmazonCloudWatch Even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Events 사용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 AWS CloudTrail은 직접 수행하거나 AWS 계정을 대신하여 수행한 API 호출 및 관련 이벤트를 캡처하고 지
정한 Amazon S3 버킷에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어떤 사용자 및 계정이 AWS를 호출했는지, 어떤 소스 
IP 주소에 호출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호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Trail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AmazonCloudWatch Metrics는 사용 시 예약된 연락처에 대한 지표를AWS Ground Station 캡처합니다.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면 채널, 편광 및 위성 ID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접촉의 신호 강도 및 
오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CloudWatch 지표 사용을 참조하세요.

다음 주제를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을 모니터링합니다.

주제
• CloudWatch이벤트를AWS Ground Station 통한 자동화 (p. 63)
•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 API 호출 로깅 (p. 65)
• 아마존의 메트릭스CloudWatch (p. 67)

CloudWatch이벤트를AWS Ground Station 통한 자
동화

AmazonCloudWatch Events는AWS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문제나 리소스 변경 같은 시
스템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AWS서비스의 이벤트는 거의 실시간으로CloudWatch Events
로 전송됩니다. 원하는 이벤트만 표시하도록 간단한 규칙을 작성한 후 규칙과 일치하는 이벤트 발생 시 실행
할 자동화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트리거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AWS Lambda 함수 호출
• Amazon EC2 Run Command 호출
• Amazon Kinesis Data Streams로 이벤트 릴레이
• AWS Step Functions 상태 머신 활성화
• Amazon SNS 주제 또는AWS SMS 대기열 알림

CloudWatchEvents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는AWS Ground Station 다음과 같습니다.

• Lambda 함수를 호출하여 이벤트 상태를 기반으로 Amazon EC2 인스턴스의 시작 및 중지를 자동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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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Amazon SNS 주제에 게시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연락처의 시작 또는 끝 부
분에 이메일 공지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CloudWatch Event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예제CloudWatch 이벤트
Ground Station 연락처 상태 변경

예정된 연락처의 상태가 변경될 때 특정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이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CloudWatch 규칙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연락처의 상태 변경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벤트
는 연락처가 예약된 리전으로 전송됩니다.

아래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 
    "version": "0", 
    "id": "01234567-0123-0123", 
    "account": "123456789012", 
    "time": "2019-05-30T17:40:30Z", 
    "region": "us-west-2", 
    "source": "aws.groundstation", 
    "resources": [ 
        "arn:aws:groundstation:us-
west-2:123456789012:contact/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detailType": "Ground Station Contact State Change", 
    "detail": { 
        "contactId":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groundstationId": "Ground Station 1", 
        "missionProfileArn": "arn:aws:groundstation:us-west-2:123456789012:mission-
profile/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23456789012:satellite/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contactStatus": "PASS" 
    }, 
    "account": "123456789012"
}

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에contactStatus 정의되어the section called “Ground Station 접촉 상
태” (p. 74) 있습니다.

Ground Station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 상태 변경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이 데이터 수신에 사용 중일 때 작업을 수행하고 싶으면 이 작업을 자동화하도
록 CloudWatch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상태 변경에 따라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의 리전으로 전송됩니다.

아래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 
    "version": "0", 
    "id": "01234567-0123-0123", 
    "account": "123456789012", 
    "time": "2019-05-30T17:40:30Z", 
    "region": "us-west-2", 
    "source": "aws.groundstation",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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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groundstation:us-west-2:123456789012:dataflow-endpoint-
group/bad957a8-1d60-4c45-a92a-39febd98921d, arn:aws:groundstation:us-
west-2:123456789012:contact/98ddd10f-f2bc-479c-bf7d-55644737fb09, arn:aws:groundstation:us-
west-2:123456789012:mission-profile/c513c84c-eb40-4473-88a2-d482648c9234" 
    ], 
    "detailType": "Ground Station Dataflow Endpoint Group State Change", 
    "detail": { 
        "dataflowEndpointGroupId": "bad957a8-1d60-4c45-a92a-39febd98921d", 
        "groundstationId": "Ground Station 1", 
        "contactId": "98ddd10f-f2bc-479c-bf7d-55644737fb09", 
        "dataflowEndpointGroupArn": "arn:aws:groundstation:us-west-2:680367718957:dataflow-
endpoint-group/bad957a8-1d60-4c45-a92a-39febd98921d", 
        "missionProfileArn": "arn:aws:groundstation:us-west-2:123456789012:mission-profile/
c513c84c-eb40-4473-88a2-d482648c9234", 
        "dataflowEndpointGroupState": "PREPASS" 
    }, 
    "account": "123456789012"
}

dataflowEndpointGroupState에서 가능한 상태로는 PREPASS, PASS, POSTPASS 및 COMPLETED가 있
습니다.

Ground Station 이페머리스 상태 변경

에페머리스의 상태가 변경될 때 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CloudWatch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 상태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페
머리스가 검증을 완료하고 현재 검증이 완료되었을 때 작업을 수행할 수ENABLED 있습니다. 이 이벤트에 대
한 알림은 임시 저장소가 업로드된 지역으로 전송됩니다.

아래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 
    "id": "7bf73129-1428-4cd3-a780-95db273d1602", 
    "detail-type": "Ground Station Ephemeris State Change", 
    "source": "aws.groundstation", 
    "account": "123456789012", 
    "time": "2019-12-03T21:29:54Z", 
    "region": "us-west-2", 
    "resources": [ 
    "arn:aws:groundstation::123456789012:satellite/10313191-c9d9-4ecb-a5f2-bc55cab050ec", 
    "arn:aws:groundstation::123456789012:ephemeris/111111-cccc-bbbb-a555-bcccca005000", 
    ], 
    "detail": { 
    "ephemerisStatus": "ENABLED", 
    "ephemerisId": "111111-cccc-bbbb-a555-bcccca005000", 
    "satelliteId": "10313191-c9d9-4ecb-a5f2-bc55cab050ec" 
    } 
    } 
    

가능한ephemerisStatus 상태로는ENABLED,,VALIDATINGINVALID,ERROR,DISABLED,EXPIRED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 
API 호출 로깅

AWS Ground Station는 AWS Ground Station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 AWS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레
코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AWS CloudTrail와 통합됩니다. CloudTrail은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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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을 모두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캡처되는 호출에는 AWS Ground Station 콘솔로부터의 호출과 AWS 
Ground Station API 작업에 대한 코드 호출이 포함됩니다. 추적을 생성하면 이벤트를 포함한CloudTrail 이벤
트를 지속적으로 Amazon S3 버킷에 배포할 수AWS Ground Station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이벤트 기록에서 CloudTrail 콘솔의 최신 이벤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CloudTrail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사용
하여 AWS Ground Station에 수행된 요청,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loudTrail의 AWS Ground Station 정보
CloudTrail은 계정 생성 시 AWS 계정에서 활성화됩니다. AWS Ground Station에서 활동이 수행되면 해당 
활동은 [이벤트 기록(Event history)]에서 다른 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CloudTrail 이벤트에 기록됩니다. 
AWS 계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이벤트 기록
에서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하여 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을 생성
합니다. 추적은 AmazonCloudTrail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
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 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 서비스 및 통합
• CloudTrail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모든 AWS Ground Station 작업은 CloudTrail에서 로깅되고 AWS Ground Station API 참조에 기록됩니다. 예
를 들어 ReserveContact, CancelContact 및 ListConfigs 작업을 호출하면 CloudTrail 로그 파일에서 
항목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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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Ground Station 로그 파일 항목 이해
추적이란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로그 항목이 포함됩니다. 이벤트는 모든 소스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된 작업, 작
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은 퍼블릭 API 호출의 주
문 스택 트레이스가 아니므로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ReserveContact 작업을 보여 주는 CloudTrail 로그 항목이 나타낸 예제입니다.

예시:ReserveContact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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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메트릭스CloudWatch

        "type": "IAMUser", 
        "principalId": "EX_PRINICIPLE_ID", 
        "arn": "arn:aws:sts::123456789012:user/Alice", 
        "accountId": "123456789012", 
        "accessKeyId": "EXAMPLE_KEY_ID", 
        "sessionContext":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19-05-15T21:11:59Z"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EX_PRINICIPLE_ID", 
                "arn": "arn:aws:iam::123456789012:role/Alice", 
                "accountId": "123456789012", 
                "userName": "Alice" 
            } 
        } 
    }, 
    "eventTime": "2019-05-15T21:14:37Z", 
    "eventSource": "groundstation.amazonaws.com", 
    "eventName": "ReserveContact", 
    "awsRegion": "us-east-2", 
    "sourceIPAddress": "127.0.0.1", 
    "userAgent": "Coral/Jakarta", 
    "requestParameters": {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23456789012:satellit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groundStation": "Ohio 1", 
        "startTime": 1558356107, 
        "missionProfileArn": "arn:aws:groundstation:us-east-2:123456789012:mission-
profile/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endTime": 1558356886 
    }, 
    "responseElements": { 
        "contac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 
    "reques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even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readOnly": false, 
    "eventType": "AwsApiCall", 
    "recipientAccountId": "11111111-2222-3333-4444-555555555555"
}

아마존의 메트릭스CloudWatch
접촉 중 AWS Ground Station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캡처하여 분석을 위해 CloudWatch에 전송합니다. 데이
터는 AmazonCloudWatch 콘솔에서 그래프나 소스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및CloudWatch 지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CloudWatch 지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WS Ground Station 지표 및 차원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AWS Ground Station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표 설명

Es/N0 신호 대 노이즈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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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보기

지표 설명
단위: dBm(밀리와트에 상응하는 데시벨)

BitErrorRate 지정된 비트 전송 횟수에서 비트에 대한 복구 불가능한 오
류율입니다. 비트 오류는 노이즈, 왜곡 또는 간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단위: 단위 시간당 비트 오류

BlockErrorRate 지정된 수신 블록의 수에서 블록의 오류율입니다. 블록 오
류는 간섭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단위: 잘못된 블록/총 블록 수

ReceivedPower 복조기/디코더에서 측정된 신호 강도입니다.

단위: dBm(밀리와트에 상응하는 데시벨)

어떤 차원이 AWS Ground Station에 사용됩니까?
다음 차원을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차원 설명

Channel 각 접촉에 대한 채널에는 1, 2, I(동상) 및 Q(직교)가 포함
됩니다.

Polarization 각 접촉에 대한 편광에는 LHCP(Left Hand Circular 
Polarized) 또는 RHCP(Right Hand Circular Polarized)가 
포함됩니다.

SatelliteId 위성 ID에는 접촉에 대한 위성의 ARN이 포함됩니다.

지표 보기
그래프로 표시된 지표를 볼 때 집계 창에서 지표가 표시되는 방법이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접촉
의 각 지표는 데이터를 받은 후 3시간 동안 초당 데이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3시간이 경과한 후 
분당 데이터로 CloudWatch 지표별로 집계됩니다. 초당 데이터 측정에 대한 지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데이
터를 받은 후 3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CloudWatch 지표를 벗어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
다.

또한 처음 60초 내에 캡처된 데이터에는 의미 있는 지표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표를 보려면 60초 후에 데이터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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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Watch에서 AWS Ground Station 지표 그래프 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표 그래프 작성을 참조하
십시오.

콘솔을 사용한 메트릭 확인
1. CloudWatch에서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지표(Metrics)]를 선택합니다.
3. GroundStation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합니다.

4. 원하는 메트릭 치수 (예: 채널, 편광 등) 를 선택합니다SatelliteId.

5. 모든 지표 탭에 네임스페이스의 해당 측정기준에 대한 모든 지표가 표시됩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a. 테이블을 정렬하려면 열 머리글을 사용합니다.
b. 지표를 그래프로 표시하려면 지표와 연관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모든 지표를 선택하려면 테이블

의 머리글 행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c. 리소스로 필터링하려면 리소스 ID를 선택한 후 검색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d. 지표로 필터링하려면 지표 이름을 선택한 후 검색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AWS CLI를 사용하여 지표를 보려면
1. AWS CLI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WS CLI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 버전 2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2.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JSON 파일을 생성합니다. CloudWatch에이전트 구성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파일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3. aws cloudwatch list-metrics를 실행하여 사용 가능한 CloudWatch 지표를 나열합니다.
4. 지표의 SatellitID와 일치하도록 2단계에서 생성한 JSON 파일을 수정합니다.

Note

Period 필드를 60 미만의 값으로 줄이지 마십시오. AWS Ground Station은 60초마다 지표를 
게시하며 값이 줄어들면 지표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전달 기간 및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JSON 파일로 aws cloudwatch get-metric-data를 실행
합니다. 아래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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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watch get-metrics-data –start-time 2020-02-26T19:12:00Z –end-time 
 2020-02-26T19:24:00Z –metric-data-queries file://metricdata.json

지표는 접촉의 타임스탬프와 함께 제공됩니다. AWS Ground Station 지표 출력의 예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
다.

{ 
      “MetricDataResults”: [ 
          { 
              “Id”: “myQuery”, 
              “Label”: “Es/N0”, 
              “Timestamps”: [ 
                  “2020-02-18T19:44:00Z”, 
                  “2020-02-18T19:43:00Z”, 
                  “2020-02-18T19:42:00Z”, 
                  “2020-02-18T19:41:00Z”, 
                  “2020-02-18T19:40:00Z”, 
                  “2020-02-18T19:39:00Z”, 
                  “2020-02-18T19:38:00Z”, 
                  “2020-02-18T19:37:00Z”, 
              ], 
              “Values”: [ 
                  24.58344556958329, 
                  24.251638725562216, 
                  22.919391450230158, 
                  22.83838908204037, 
                  23.303086848486842, 
                  22.845261784583364, 
                  21.34531397048953, 
                  19.171561698261222 
              ], 
              “StatusCode”: “Complete” 
          } 
      ] 
      “Mess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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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락처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다음 설명서는 AWS Ground Station 연락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
• Amazon EC2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락처 문제 해결 (p. 71)
• Ground Station 접촉 상태 (p. 74)

Amazon EC2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연락처 문제 해
결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AWS Ground Station연락처를 확인하려면 Amazon EC2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고, Data Defender가 실행 중인지 확인한 다음, Data Defender 스트림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조건

다음 절차에서는 Amazon EC2 인스턴스가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
를 설정하려면AWS Ground Station참조할 항목시작하기.

1단계: EC2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지 확인
1. 문제 해결 중인 연락처에 사용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찾습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합니다.

a. 당신 안에CloudFormation대시보드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가 포함된 스택을 선택합니다.
b. 선택리소스탭을 클릭하고 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를 찾습니다.Logical ID열. 인스턴스가 상태

열에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c. 에서물리적 ID열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링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Amazon EC2 관리 

콘솔로 이동합니다.
2. Amazon EC2 관리 콘솔에서 Amazon EC2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인스턴스 상태입니다실행 중입니다.
3.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면 다음 단계로 계속합니다. 인스턴스가 실행 중이 아니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 Amazon EC2 인스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작업 > 인스턴스 상태 > 시작.

2단계: Data Defender가 실행 중인지 확인
Data Defender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nux 인스턴스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절차에서는 SSH 클라이언트에서 명령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를 제공합니다.

1.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SSH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Data 
Defender 웹 UI를 보려면 원격 호스트의 포트 80을 전달합니다. 다음 명령은 SSH를 사용하여 포트 전달
이 활성화된 배스천을 통해 Amazon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Note

<SSH KEY>, <BASTION HOST>및 를 <HOST>특정 ssh 키, 배스천 호스트 이름 및 Amazon 
EC2 인스턴스 호스트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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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의 경우

ssh -L 8080:localhost:80 -o ProxyCommand="C:\Windows\System32\OpenSSH\ssh.exe -o 
 \"ForwardAgent yes\" -W %h:%p -i \"<SSH KEY>\" ec2-user@<BASTION HOST>" -i "<SSH KEY>" 
 ec2-user@<HOST>

Mac의 경우

ssh -L 8080:localhost:80 -o ProxyCommand="ssh -A -o 'ForwardAgent yes' -W %h:%p -i <SSH 
 KEY> ec2-user@<BASTION HOST>" -i <SSH  KEY> ec2-user@<HOST>

2. 출력에서 ddx라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검사하여 Data Defender(DDX라고도 함)가 실행 중인지 확인
합니다.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검사하는 명령과 성공적인 예제 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ec2-user@Receiver-Instance ~]$ ps –ef | grep ddx
Rtlogic   4977      1 10 Oct16 ?        2-00:22:14 /opt/rtlogic/ddx/bin/ddx –m/
opt/rtlogic/ddx/modules –p/opt/rtlogic/ddx/plugins –c/opt/rtlogic/ddx/bin/ddx.xml –
umask=077 –daemon –f installed=true –f security=true –f enable HttpsForwarding=true
Ec2-user 18787 18657  0 16:51 pts/0      00:00:00 grep –color=auto ddx

Data Defender가 실행 중이면 the section called “3단계: Data Defender 스트림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
인” (p. 72)으로 건너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3. 아래 표시된 명령을 사용하여 Data Defender를 시작합니다.

sudo service rtlogic-ddx start

명령을 사용한 후 Data Defender가 실행 중이면 the section called “3단계: Data Defender 스트림이 구
성되어 있는지 확인” (p. 72)으로 건너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계속합니다.

4. 아래 명령을 통해 다음 파일을 검사하여 Data Defender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cat /var/log/user-data.log
cat /opt/aws/groundstation/.startup.out

Note

이러한 파일을 검사할 때 발견되는 일반적인 문제는 Amazon EC2 인스턴스가 실행 중인 
Amazon VPC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Amazon S3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그에서 이 문제가 발견되면 EC2 인스턴스의 Amazon VPC 및 보안 그룹 설정을 확
인하여 Amazon S3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Amazon VPC 설정을 확인한 후 Data Defender가 실행 중이면the section called “3단계: Data Defender 
스트림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p. 72). 문제가 지속되면 AWS Support에 문의하여 문제에 대한 설
명과 함께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3단계: Data Defender 스트림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1. 웹 브라우저에서 주소 표시줄에 localhost:8080 주소를 입력하여 DDX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합

니다.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온DataDefender대시보드, 선택세부 정보로 이동.
3. 스트림 목록에서 스트림을 선택하고 스트림 편집을 선택합니다.
4. 스트림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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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에서WAN 전송창, 확인WAN - LAN에 대해 선택됨스트림 방향.
b. 포트 상자에 데이터 흐름 엔드포인트 그룹에 대해 선택한 WAN 포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기

본적으로 이 포트는 55888입니다. 그리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c. 로컬 엔드포인트 창에서 포트 상자에 올바른 포트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포트는 
50000입니다. 이 포트는 Data Defender가 에서 데이터를 수신한 후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신할 포트
입니다.AWS Ground Station서비스. 그리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d. 값을 변경한 경우 나머지 메뉴에서 완료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림 마법사 메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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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Amazon EC2 인스턴스와 Data Defender가 모두 실행 중이고 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적절하게 구성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AWS Ground Station.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AWS Support에 문의하십시오.

Ground Station 접촉 상태
의 상태AWS Ground Station연락처는 지정된 시간에 해당 연락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
력을 제공합니다.

연락처 상태
연락처가 가질 수 있는 상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연락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스케줄링- 연락처가 예약 진행 중입니다.
• 예약되어 있습니다- 연락처가 성공적으로 예약되었습니다.
• 실패_TO_스케줄- 연락처를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 사전 통과- 연락처가 곧 시작되고 리소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 패스- 연락처가 현재 실행 중이며 위성이 통신되고 있습니다.
• 후행- 통신이 완료되고 사용된 리소스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 완료- 연락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 실패했습니다- 고객 리소스 구성 문제로 인해 연락처에 실패했습니다.
• AWS_실패- 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에 실패했습니다.AWS Ground Station서비스.
• 취소하는 중입니다- 연락처가 취소되는 중입니다.
• AWS_취소됨- 연락처가 취소되었습니다.AWS Ground Station서비스. 안테나 또는 현장 유지보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한 예입니다.
• 취소되었습니다- 고객이 연락처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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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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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는 보안 목표
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관련 도구 및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도구와 기능에는 네트워크 보안, 
구성 관리, 액세스 제어 및 데이터 보안이 포함됩니다.

사용할AWS Ground Station 때는 업계 모범 사례를 따르고 end-to-end 암호화를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는 암호화와 데이터 보호를 통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AWS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소개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주제에서 리소스 보안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주제
• AWS Ground Station의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p. 75)
• Ground Station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87)
• AWS Ground Station의 AWS 관리형 정책 (p. 89)

AWS Ground Station의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는 관리자가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WS 서비스입니다. IAM 관리자는 어떤 사용자가 AWS Ground Station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로그인) 및 권한(권한 있음)을 받을 수 있는지 제어합니다. IAM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
는 AWS 서비스입니다.

주제
• 대상 (p. 75)
• 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p. 76)
•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p. 78)
• AWS Ground Station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식 (p. 79)
•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84)
•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p. 86)

대상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는 방법은 AWS Ground Station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사용자 - AWS Ground Station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격 증명과 권한
을 관리자가 제공합니다. 더 많은 AWS Ground Station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추가 권한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 관리 방식을 이해하면 적절한 권한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의 기능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
결 (p. 86) 단원을 참조하세요.

서비스 관리자 - 회사에서 AWS Ground Station 리소스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사용자가 액세스해야 하는 AWS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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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기능과 리소스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IAM 관리자에게 요청을 제출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권한
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를 검토하여 IAM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세요. 회사가 AWS Ground 
Station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WS Ground Station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
식 (p. 79) 단원을 참조하세요.

IAM 관리자 - IAM 관리자라면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정책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
고 싶을 것입니다. IAM에서 사용할 수 있는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84) 섹션을 참조하세요.

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인증은 ID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에 로그인하는 방식입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나 IAM 사용자로 또
는 IAM 역할을 수임하여 인증(AWS에 로그인)되어야 합니다.

자격 증명 소스를 통해 제공된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페더레이션형 ID로 AWS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회사의 Single 
Sign-On 인증, Google 또는 Facebook 자격 증명이 페더레이션형 ID의 예입니다. 페더레이션형 ID로 로그인
할 때 관리자가 이전에 IAM 역할을 사용하여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설정했습니다. 페더레이션을 사용하
여 AWS에 액세스하면 간접적으로 역할을 수임합니다.

사용자 유형에 따라AWS Management Console 또는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에 로
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로그인 사용 설명서의 AWS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세
요.

AWS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경우,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에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및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를AWS 제공합니다. AWS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요청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권장 방법을 사용하여 요청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의 Signature Version 4 서명 프로세스를 참조하세요.

사용하는 인증 방법에 상관 없이 추가 보안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는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하여 계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다중 인증 및 IAM 사용 설명서의 AWS에서 다중 인증
(MFA)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계정 루트 사용자
AWS 계정을 생성할 때는 해당 계정의 모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단일 
로그인 ID로 시작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AWS 계정 루트 사용자라고 하며,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로그인하여 액세스합니다. 일상적인 태스크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루트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
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태스크의 전체 목록은 AWS Account Management 참조 안내서의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이 필요한 태스크를 참조하세요.

연동 자격 증명
가장 좋은 방법은 관리자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를 포함한 사용자가 자격 증명 공급자와의 페더레이션을 사
용하여 임시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AWS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동 자격 증명은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디렉터리, 웹 자격 증명 공급자, AWS Directory Service,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의 사용자 또는 자격 증명 소스를 통해 제공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 서비스에 액세스
하는 모든 사용자입니다. 연동 자격 증명은 AWS 계정에 액세스할 때 역할을 수임하고 역할은 임시 자격 증
명을 제공합니다.

중앙 집중식 액세스 관리를 위해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하거나 모든 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유한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및 그룹 집합에 연결하고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에
서 IAM Identity Center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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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사용자 및 그룹
IAM 사용자는 단일 개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내 자격 증명입니다. 
가능하면 암호 및 액세스 키와 같은 장기 보안 인증 정보가 있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대신 임시 보안 인증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AM 사용자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특정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액세
스 키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사용 사례의 경
우 정기적으로 액세스 키 교체를 참조하세요.

IAM 그룹은 IAM 사용자 컬렉션을 지정하는 자격 증명입니다. 귀하는 그룹으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그룹
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의 권한을 한 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사용하면 대규모 사용자 집합의 권한
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Admins라는 그룹이 있고 이 그룹에 IAM 리소스를 관리할 권
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역할과 다릅니다. 사용자는 한 사람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고유하게 연결되지만, 역할은 해당 역할
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영구적인 장기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
은 임시 자격 증명만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사용자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역할
이 아님)를 참조하세요.

IAM 역할
IAM 역할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계정 내 ID입니다. IAM 사용자와 유사하지만, 특정 개인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역할을 전환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IAM 역할을 임시로 수임할 수 있습니
다. AWS CLI 또는 AWS API 태스크를 호출하거나 사용자 지정 URL을 사용하여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역할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 사용을 참조하세요.

임시 자격 증명이 있는 IAM 역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페더레이션 사용자 액세스 -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역할의 
권한을 정의합니다.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가 인증되면 역할이 연결되고 역할에 정의된 권한이 부여됩
니다. 페더레이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Creating a role for a third-party Identity 
Provider(서드 파티 자격 증명 공급자의 역할 만들기) 부분을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는 
경우 권한 집합을 구성합니다. 인증 후 아이덴티티가 액세스할 수 있는 항목을 제어하기 위해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세트를 IAM의 역할과 연관짓습니다. 권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권한 세트를 참조하세요.

• 임시 IAM 사용자 권한 -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은 IAM 역할을 수임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다양한 권한을 임
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크로스 계정 액세스 - IAM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의 사용자(신뢰할 수 있는 보안 주체)가 내 계정의 리
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크로스 계정 액세스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 AWS 서비스를 사용하면 역할을 (프록시로 사용하는 대신) 리소스에 정책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액세스를 위한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 교차 서비스 액세스 – 일부 AWS 서비스는 다른 AWS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서 
호출을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서비스는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Amazon S3에 
객체를 저장합니다. 서비스는 호출하는 보안 주체의 권한을 사용하거나, 서비스 역할을 사용하거나, 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주체 권한 -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을 사용하여 AWS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보안 주체로 간

주됩니다. 정책은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다른 서비스에서 다른 
태스크를 트리거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 작업에 정책의 추가 종속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의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 서비스 역할 -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임하는 IAM 역할입
니다. IAM 관리자는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
용 설명서의 AWS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 서비스 연결 역할 –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서비스에 연결된 서비스 역할의 한 유형입니다.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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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나타나고, 서비스가 소유합니다. IAM 관리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볼 수 있지만 편집은 할 수 없
습니다.

• Amazon EC2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 IAM 역할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고 AWS CLI 
또는 AWS API 요청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임시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EC2 인스턴
스 내에 액세스 키를 저장할 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C2 인스턴스에 AWS 역할을 할당하고 해당 역할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스턴스에 연결된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인
스턴스 프로파일에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으며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임시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
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IAM 역할을 사용할지 또는 IAM 사용자를 사용할지를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사용자 대신)
을 생성하는 경우를 참조하세요.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정책을 생성하고 AWS ID 또는 리소스에 연결하여 AWS 내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정책은 ID 또는 리소스와 
연결될 때 해당 권한을 정의하는 AWS의 객체입니다. AWS는 보안 주체(사용자, 루트 사용자 또는 역할 세
션)가 요청을 보낼 때 이러한 정책을 평가합니다. 정책에서 권한은 요청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지를 결정합
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AWS에 JSON 문서로서 저장됩니다. JSON 정책 문서의 구조와 콘텐츠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JSON 정책 개요를 참조하세요.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역할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필요한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
행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IAM 관리자가 IAM 정책을 생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가 IAM 정책을 역할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IAM 정책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상관없이 작업에 대한 권한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iam:GetRole 태스크를 허용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정책이 있는 사용자는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API에서 역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IAM 사용자,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과 같은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는 JSON 권한 
정책 문서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와 역할이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생
성을 참조하세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인라인 정책 또는 관리형 정책으로 한층 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정책은 단일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직접 포함됩니다. 관리형 정책은 AWS 계정에 속한 다수의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관리형 정책에는 AWS 관리형 정책과 고객 관리형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형 정책 또는 인라인 정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의 선택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기반 정책
리소스 기반 정책은 리소스에 연결하는 JSON 정책 문서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의 예는 IAM 역할 신뢰 정
책과 Amazon S3 버킷 정책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관리자는 이러한 정책
을 사용하여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연결된 리소스의 경우 정책은 지정된 
보안 주체가 해당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
에서 보안 주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 주체에는 계정, 사용자, 역할, 페더레이션 사용자 또는 AWS 서비스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은 해당 서비스에 있는 인라인 정책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는 IAM의 AWS 관리형 정
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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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식

ACL(액세스 제어 목록)
ACL(액세스 제어 목록)은 어떤 보안 주체(계정 멤버, 사용자 또는 역할)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ACL은 JSON 정책 문서 형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리소스 기반 정책과 유사합니
다.

Amazon S3, AWS WAF 및 Amazon VPC는 ACL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ACL에 대해 자세히 알
아보려면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ACL(액세스 제어 목록) 개요를 참조하세요.

기타 정책 유형
AWS는 비교적 일반적이지 않은 추가 정책 유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 유형은 더 일반적인 정책 유형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권한 경계 – 권한 경계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에 따라 IAM 엔터티(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을 설정하는 고급 기능입니다. 엔터티에 대한 권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얻는 
권한은 개체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과 그 권한 경계의 교집합입니다. Principal 필드에서 사용자나 역할
을 보안 주체로 지정하는 리소스 기반 정책은 권한 경계를 통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에 
포함된 명시적 거부는 허용을 재정의합니다. 권한 경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엔
터티에 대한 권한 경계를 참조하세요.

• 서비스 제어 정책(SCP) – SCP는 AWS Organizations에서 조직 또는 조직 단위(OU)에 최대 권한을 지정하
는 JSON 정책입니다. AWS Organizations는 기업이 소유하는 여러 개의 AWS 계정을 그룹화하고 중앙에
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조직에서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서비스 제어 정책(SCP)을 임의의 또
는 모든 계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CP는 각 AWS 계정 루트 사용자를 비롯하여 멤버 계정의 엔터티에 
대한 권한을 제한합니다. 조직 및 SC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WS Organizations 사용 설명서의 SCP 작
동 방식을 참조하세요.

• 세션 정책 – 세션 정책은 역할 또는 연합된 사용자에 대해 임시 세션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할 때 파
라미터로 전달하는 고급 정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얻는 세션의 권한은 사용자 또는 역할의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교차와 세션 정책입니다. 또한 권한을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하나에 포함된 명시적 거부는 허용을 재정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세션 정책을 참조
하세요.

여러 정책 유형
여러 정책 유형이 요청에 적용되는 경우 결과 권한은 이해하기가 더 복잡합니다. 여러 정책 유형이 관련될 때 
AWS가 요청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정책 평가 로직을 참조하
세요.

AWS Ground Station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식
IAM을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전에 AWS Ground Station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IAM 기능을 알아보세요.

AWS Ground Station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IAM 기능

IAM 기능 AWS Ground Station 지원

자격 증명 기반 정책 (p. 80) 예

리소스 기반 정책 (p. 80) 아니요

정책 작업 (p. 81) 예

정책 리소스 (p. 81)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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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기능 AWS Ground Station 지원

서비스별 정책 조건 키 (p. 82) 예

ACL (p. 82) 아니요

ABAC(정책의 태그) (p. 82) 예

임시 자격 증명 (p. 83) 예

보안 주체 권한 (p. 83) 예

서비스 역할 (p. 83) 아니요

서비스 연결 역할 (p. 84) 예

AWS Ground Station 및 기타 AWS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IAM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려
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지원 예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IAM 사용자,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과 같은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는 JSON 권한 
정책 문서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와 역할이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생
성을 참조하세요.

IAM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하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태스크와 리소스뿐 아니라 작업이 허용되거나 거
부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에서는 보안 주체가 연결된 사용자 또는 역할에 적용
되므로 보안 주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JSON 정책에서 사용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참조를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예를 보려면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
제 (p. 8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 내 리소스 기반 정책

리소스 기반 정책 지원 아니요

리소스 기반 정책은 리소스에 연결하는 JSON 정책 문서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의 예는 IAM 역할 신뢰 정
책과 Amazon S3 버킷 정책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관리자는 이러한 정책
을 사용하여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연결된 리소스의 경우 정책은 지정된 
보안 주체가 해당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
에서 보안 주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 주체에는 계정, 사용자, 역할, 페더레이션 사용자 또는 AWS 서비스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전체 계정이나 다른 계정의 IAM 개체를 리소스 기반 정책의 보안 주
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에 크로스 계정 보안 주체를 추가하는 것은 트러스트 관계 설정
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세요. 보안 주체와 리소스가 서로 다른 AWS 계정에 있는 경우 신뢰

80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reference_aws-services-that-work-with-iam.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create.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create.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reference_policies_element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reference_policies_elements_principal.html


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AWS Ground Station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식

할 수 있는 계정의 IAM 관리자는 보안 주체 엔터티(사용자 또는 역할)에도 리소스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
니다. 엔터티에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연결하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리소스 기반 정책이 동일 계정의 
보안 주체에 액세스를 부여하는 경우 추가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
용 설명서의 IAM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 정책 작업

정책 작업 지원 예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JSON 정책의 Action 요소는 정책에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태스크를 설명합
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작업의 이름은 연결된 AWS API 작업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일치하는 API 작업이 없
는 권한 전용 작업 같은 몇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정책에서 여러 작업이 필요한 몇 가지 작업도 있습니다. 이
러한 추가 작업을 종속 작업이라고 합니다.

연결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정책에 작업을 포함시킵니다.

AWS Ground Station작업 목록을 보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 의AWS Ground Station 에서 정의한 작업 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의 정책 작업은 작업 앞에 다음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groundstation

단일 문에서 여러 작업을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쉼표로 구분합니다.

"Action": [ 
      "groundstation:action1", 
      "groundstation:action2" 
         ]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예를 보려면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
제 (p. 8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 정책 리소스

정책 리소스 지원 예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Resource JSON 정책 요소는 작업이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객체를 지정합니다. 문에는 Resource 또는
NotResource 요소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모범 사례에 따라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리소스 수준 권한이라고 하는 특정 리소스 유형을 지원하는 작업에 대해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나열과 같이 리소스 수준 권한을 지원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명령문이 모든 
리소스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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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AWS Ground Station리소스 유형 및 해당 ARN의 목록을 보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AWS Ground Station
의 에서 정의한 리소스 를 참조하세요. 각 리소스의 ARN을 지정할 수 있는 작업을 알아보려면 AWS Ground 
Station가 정의한 작업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예를 보려면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
제 (p. 8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 정책 조건 키

서비스별 정책 조건 키 지원 예

관리자는 AWS JSON 정책을 사용하여 누가 무엇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보
안 주체가 어떤 리소스와 어떤 조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 요소(또는 Condition 블록)를 사용하면 정책이 발효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ndition 요소는 선택 사항입니다. 같음이나 미만 같은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여 정책의 조건을 요청의 값
과 일치시키는 조건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에서 여러 Condition 요소를 지정하거나 단일 Condition 요소에서 여러 키를 지정하는 경우 AWS
는 논리적 AND 태스크를 사용하여 평가합니다. 단일 조건 키의 여러 값을 지정하는 경우 AWS는 논리적 OR
태스크를 사용하여 조건을 평가합니다. 문의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지정할 때 자리표시자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사용자에게 IAM 사용자 이름으
로 태그가 지정된 경우에만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요소: 변수 및 태그를 참조하세요.

AWS는 전역 조건 키와 서비스별 조건 키를 지원합니다. 모든 AWS 전역 조건 키를 보려면 IAM 사용 설명
서의 AWS 전역 조건 컨텍스트 키를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조건 키 목록을 보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 의AWS Ground Station 의 조건 키 를 참
조하세요. 조건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작업과 리소스를 알아보려면 AWS Ground Station가 정의한 작업 단원
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예를 보려면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
제 (p. 8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의 ACL

ACL 지원 아니요

ACL(액세스 제어 목록)은 어떤 보안 주체(계정 멤버, 사용자 또는 역할)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ACL은 JSON 정책 문서 형식을 사용하지 않지만 리소스 기반 정책과 유사합니
다.

AWS Ground Station를 사용한 ABAC

ABAC(정책의 태그) 지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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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AWS에서는 이러
한 속성을 태그라고 합니다. IAM 엔터티(사용자 또는 역할) 및 많은 AWS 리소스에 태그를 연결할 수 있습니
다. ABAC의 첫 번째 단계로 엔터티 및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보안 주체의 태그가 액세스하
려는 리소스의 태그와 일치할 때 작업을 허용하도록 ABAC 정책을 설계합니다.

ABAC는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에서 유용하며 정책 관리가 번거로운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태그를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어하려면 aws:ResourceTag/key-name, aws:RequestTag/key-name 또
는 aws:TagKeys 조건 키를 사용하여 정책의 조건 요소에 태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비스가 모든 리소스 유형에 대해 세 가지 조건 키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 값은 서비스에 대해 예입니다. 서
비스가 일부 리소스 유형에 대해서만 세 가지 조건 키를 모두 지원하는 경우 값은 부분적입니다.

ABA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ABAC란 무엇인가요?를 참조하세요. ABAC 설정 단계가 포
함된 자습서를 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ABAC)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에서 임시 자격 증명 사용

임시 자격 증명 지원 예

일부 AWS 서비스는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시 자격 증명으로 작동하
는 AWS 서비스를 비롯한 추가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제외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면 임시 자격 증
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Single Sign-On(SSO) 링크를 사용하여 AWS에 액세스하면 해당 
프로세스에서 자동으로 임시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또한 콘솔에 사용자로 로그인한 다음 역할을 전환할 
때 임시 자격 증명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역할 전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역할로 전환
(콘솔)을 참조하세요.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하여 임시 자격 증명을 수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임시 자
격 증명을 사용하여 AWS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장기 액세스 키를 사용하는 대신 임시 자격 
증명을 동적으로 생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의 임시 보안 자격 증명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의 서비스 간 보안 주체 권한

보안 주체 권한 지원 예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을 사용하여 AWS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보안 주체로 간주됩니다. 정책은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다른 서비스에서 다른 태스크를 트리거하는 태스크
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에 정책의 추가 종
속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의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의 서비스 역할

서비스 역할 지원 아니요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임하는 IAM 역할입니다. IAM 관리자는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AWS 서비
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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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서비스 역할에 대한 권한을 변경하면AWS Ground Station 기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침을
AWS Ground Station 제공하는 경우에만 서비스 역할을 편집하세요.

AWS Ground Station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스 연결 역할 지원 예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서비스에 연결된 서비스 역할의 한 유형입니다.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AWS 계정에 나타나고, 서비스가 소유합
니다. IAM 관리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볼 수 있지만 편집은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또는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 단원을 참조하세요.
서비스 연결 역할 열에서 Yes가 포함된 서비스를 테이블에서 찾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
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 링크를 선택합니다.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및 역할에는 AWS Ground Station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AWS Management Console,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해 태스
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필요한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IAM 
관리자가 IAM 정책을 생성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가 IAM 정책을 역할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제 JSON 정책 문서를 사용하여 IAM ID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
서의 IAM 정책 생성을 참조하세요.

각 리소스 유형에 대한 ARN 형식을 포함하여 에서 정의한AWS Ground Station 작업 및 리소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인증 참조AWS Ground Station 에서 에 대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 를 참조하세요.

주제
• 정책 모범 사례 (p. 84)
• AWS Ground Station 콘솔 사용 (p. 85)
• 사용자가 자신이 권한을 볼 수 있도록 허용 (p. 85)

정책 모범 사례
ID 기반 정책에 따라 계정에서 사용자가 AWS Ground Station 리소스를 생성, 액세스 또는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 AWS 계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
하거나 편집할 때는 다음 지침과 권장 사항을 따르세요.

• AWS 관리형 정책으로 시작하고 최소 권한을 향해 나아가기 - 사용자 및 워크로드에 권한 부여를 시작하
려면 많은 일반 사용 사례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합니다. 관리형 정책은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고유한 AWS 고객 관리형 정책을 정의하여 권한을 줄이는 것
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AWS managed policies(관리형 정책) 또는 AWS managed 
policies for job functions(직무에 대한 관리형 정책)를 참조하세요.

• 최소 권한 적용 – IAM 정책을 사용하여 권한을 설정하는 경우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합니
다. 이렇게 하려면 최소 권한으로 알려진 특정 조건에서 특정 리소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합
니다. IAM을 사용하여 권한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에 있는  Policies and 
permissions in IAM(IAM의 정책 및 권한)을 참조하세요.

• IAM 정책의 조건을 사용하여 액세스 추가 제한 – 정책에 조건을 추가하여 작업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L을 사용하여 모든 요청을 전송해야 한다고 지정하는 정책 조건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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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특정 AWS 서비스(예: AWS CloudFormation)를 통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서비스 작업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조건을 
참조하세요.

• IAM Access Analyzer를 통해 IAM 정책을 검증하여 안전하고 기능적인 권한 보장 – IAM Access Analyzer
에서는 IAM 정책 언어(JSON)와 모범 사례가 정책에서 준수되도록 신규 및 기존 정책을 검증합니다. 
IAM Access Analyzer는 100개 이상의 정책 확인 항목과 실행 가능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기능적인 정책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IAM Access Analyzer policy 
validation(IAM Access Analyzer 정책 검증)을 참조하세요.

• 다중 인증(MFA) 필요 – AWS 계정 계정에 IAM 사용자 또는 루트 사용자가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 
추가 보안을 위해 MFA를 설정합니다. API 작업을 호출할 때 MFA가 필요하면 정책에 MFA 조건을 추가합
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Configuring MFA-protected API access(MFA 보호 API 액세스 구
성)를 참조하세요.

IAM의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의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 콘솔 사용
AWS Ground Station 콘솔에 액세스하려면 최소 권한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AWS 계정에서 
AWS Ground Station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나열하고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최소 필수 권한보
다 더 제한적인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만들면 콘솔이 해당 정책에 연결된 개체(사용자 또는 역할)에 대해 의
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AWS CLI 또는 AWS API만 호출하는 사용자에게 최소 콘솔 권한을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수행하
려는 API 작업과 일치하는 작업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와 역할이 계속해서AWS Ground Station 콘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AWS Ground 
StationConsoleAccess 또는ReadOnlyAWS 관리형 정책도 엔티티에 연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IAM 사
용 설명서의 사용자에게 권한 추가를 참조하세요.

사용자가 자신이 권한을 볼 수 있도록 허용
이 예제는 IAM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자 자격 증명에 연결된 인라인 및 관리형 정책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정책에는 콘솔에서 또는 AWS CLI나 AWS API를 사용하여 프로그래
밍 방식으로 이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ViewOwnUserInfo", 
            "Effect": "Allow", 
            "Action": [ 
                "iam:GetUserPolicy", 
                "iam:ListGroupsForUser", 
                "iam:ListAttachedUserPolicies", 
                "iam:ListUserPolicies", 
                "iam:GetUser" 
            ], 
            "Resource": ["arn:aws:iam::*:user/${aws:username}"] 
        }, 
        { 
            "Sid": "NavigateInConsole", 
            "Effect": "Allow", 
            "Action": [ 
                "iam:GetGroupPolicy", 
                "iam:GetPolicyVersion", 
                "iam:GetPolicy", 
                "iam:ListAttachedGroupPolicies", 
                "iam:ListGroup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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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ListPolicyVersions", 
                "iam:ListPolicies", 
                "iam:ListUsers" 
            ], 
            "Resource": "*" 
        } 
    ]
}

AWS Ground Station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 및 IAM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 AWS Ground Station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p. 86)
• iam를 수행하도록 인증되지 않음:PassRole (p. 86)
• 내 AWS 계정 외부의 사람이 내 AWS Ground Station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허용하기를 원합니

다. (p. 87)

AWS Ground Station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수신되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음 예제 오류는 mateojackson IAM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가상 my-example-widget 리소스에 대
한 세부 정보를 보려고 하지만 가상 groundstation:GetWidget 권한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User: arn:aws:iam::123456789012:user/mateojackson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groundstation:GetWidget on resource: my-example-widget

이 경우 groundstation:GetWidget 작업을 사용하여 my-example-widget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
록 mateojackson 사용자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관리자는 로그인 보안 인증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iam를 수행하도록 인증되지 않음:PassRole
iam:PassRo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수신되면 AWS Ground Station에 역할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일부 AWS 서비스에서는 새 서비스 역할 또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는 대신, 해당 서비스에 기존 역할
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가 서비스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
다.

다음 예시 오류는 marymajor라는 IAM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AWS Ground Station에서 작업을 수행하
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려면 서비스에 서비스 역할이 부여한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Mary는 서비스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User: arn:aws:iam::123456789012:user/marymajor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PassRole

이 경우 Mary가 iam:PassRo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Mary의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관리자는 로그인 보안 인증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86



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내 AWS 계정 외부의 사람이 내 AWS Ground Station 리소스에 액
세스할 수 있게 허용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계정의 사용자 또는 조직 외부의 사람이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역할을 수임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 또는 ACL(액세스 제어 목
록)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Ground Station에서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AWS Ground Station에서 IAM을 
사용하는 방식 (p. 79) 단원을 참조하세요.

• 소유하고 있는 AWS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
서의 자신이 소유한 다른 AWS 계정의 IAM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 제공을 참조하세요.

•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서드 파티 AWS 계정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서드 파티가 소유한 AWS 계정에 대한 액세스 제공을 참조하세요.

• 자격 증명 연동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외부에서 인증된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 제공(자격 증명 연동)을 참조하세요.

• 교차 계정 액세스를 위한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 사용의 차이점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과 리소스 기반 정책의 차이를 참조하세요.

Ground Station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AWS Ground Station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서비
스 연결 역할은 Ground Satontion Sontion Sonting 역할을 직접 연결된 고유한 유형의 IAM 역할입니다. 서비
스 연결 역할을 사전 정의하며 서비스에서 다른AWS 서비스를 자동으로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면 필요한 권한을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Ground Station을 더 쉽게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정의하므로 달리 정의되어 있지 않는 한,,,,, Ground Station만 해당 역
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정의된 권한에는 신뢰 정책과 권한 정책이 포함되며, 이 권한 정책은 다른 IAM 엔터
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하
고 서비스 연결 역할(Service-linked roles) 열에 예(Yes)가 있는 서비스를 찾으세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
스 연결 역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Yes) 링크를 선택합니다.

Ground Station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Ground Station은 라는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서비스 연결 역할을 
GroundStation 사용합니다. AWatch는 EC2를 호출하여 퍼블릭 IPv4 주소를 찾습니다.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서비스 연결 역할은 역할을 위임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를 신뢰합니다.

• groundstation.amazonaws.com

라는 역할 권한 정책은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Policy Ground Station이 
지정된 리소스에 대해 다음 작업을 완료하도록 허용합니다.

• 작업: all AWS resources (*)에 대한 ec2:DescribeAddresses

작업을 통해 Ground Station EIP와 관련된 모든 IP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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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Station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스 연결 역할

• 작업: all AWS resources (*)에 대한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작업을 통해 Ground Station은 EC2 인스턴스와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
니다.

IAM 엔터티(사용자, 그룹, 역할 등)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작성하고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을 참조하세요.

Ground Station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스 연결 역
할
서비스 연결 역할은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CLI또는 DataflowEndpointGroup AWS API에
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때, Ground Station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한 다음 다시 생성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역할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 DataflowEndpointGroup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다시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또한 IAM 콘솔을 사용해 Amazon EC2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AWS CLI 또는 
AWS API에서 groundstation.amazonaws.com 서비스 이름의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한 후에는 동일
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역할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Ground Station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스 연결 역
할 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스 연결 역할
Ground Station은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서비스 연결 역할을 편집할 서
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한 후에는 다양한 개체가 역할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IAM을 사용하여 역할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
결 역할 편집을 참조하세요.

Ground Station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서비스 연결 역할이 필요한 기능 또는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역할을 삭제할 것을 권합니
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유지하지 않는 미사용 엔터티가 없도록 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을 DataflowEndpointGroups 사용하여 먼저 삭제한 후에만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 서비스 권한을 실수로 취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DataflowEndpointGroups. 
서비스 연결 역할을 여러 DataflowEndpointGroups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하기 전에 DataflowEndpointGroups 해당 역할을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해야 합니다.

Note

리소스를 삭제하려 할 때 Ground Station 서비스가 역할을 사용 중이면 삭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몇 분 기다렸다가 작업을 다시 시도하세요.

에서 사용하는 Ground Station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 AWS CLI 또는 AWS API를 DataflowEndpointGroups 통해 삭제합니다.

IAM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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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St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IAM 콘솔,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하여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에 연결 역할 삭제 섹션을 참조하
세요.

Ground St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Ground Station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리전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지역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
NOT_AUTHORIZED_TO_CREATE_SLR- 이는 CreateDataflowEndpointGroup API를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 내 역할에iam:CreateServiceLinkedRole 권한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iam:CreateServiceLinkedRole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계정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수동으로 생성
해야 합니다.

AWS Ground Station의 AWS 관리형 정책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권한을 추가하려면 정책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팀이 필요한 권한만 제공하는 IAM 고객 관리형 정책을 생성하는 데는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시작하려면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다
루며 사용자의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
서에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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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AWS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있는 직무에 대한 관리형 정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ViewOnlyAccess
AWS 관리형 정책은 여러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서비스에서 
새 기능을 시작하면 AWS는 새 작업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을 추가합니다. 직무 정책의 목록과 설
명은 IAM 사용 설명서의 직무에 관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AWS관리형 정책: 
AWSGroundStationAgentInstancePolicy

AWSGroundStationAgentInstancePolicy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AWS Ground Station Agent에 고객 인스턴스에 권한을 부여하여 Ground Station 연결 중에 인스
턴스가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책의 모든 권한은 Ground Station 서비스에서 제공됩니
다.

권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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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Policy

이 정책에는 다음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groundstation— Dataflow 엔드포인트 인스턴스가 Ground Station 에이전트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roundstation:RegisterAgent", 
                "groundstation:UpdateAgentStatus", 
                "groundstation:GetAgentConfiguration" 
            ], 
            "Resource": "*" 
        } 
    ]
} 
         

AWS관리형 정책: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Policy

IAM 엔터티에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Policy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
책은 AWS Ground Station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결 역할에 연결됩니다.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
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내용은 (p. 87)

이 정책은 퍼블릭 IPv4 주소를 찾을 수 있는AWS Ground Station EC2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권한 세부 정보

이 정책에는 다음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c2:DescribeAddresses— 사용자를 대신하여 EIP와 연결된 모든 IP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AWS 
Ground Station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사용자를 대신하여 EC2 인스턴스와 연결된 네트워크 인터페이
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AWS Ground Station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Add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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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업데이트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Resource": "*" 
        } 
    ]
} 
         

AWS 관리형 정책으로 AWS Ground Station 업데이트

이 서비스가 이러한 변경 내용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AWS Ground Station의 AWS 관리형 정책 업데
이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이 페이지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자동 알림을 받으려면 AWS Ground Station 
문서 기록 페이지에서 RSS 피드를 구독하세요.

변경 사항 설명 날짜

AWSGroundStationAgentInstancePolicy (p. 89)
- 새 정책

AWS Ground StationDataflow 
엔드포인트 인스턴스에 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새 정
책을 추가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Policy (p. 90)
- 새 정책

AWS Ground StationEC2 인스
턴스와 연결된 EIP 및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와 연결된 퍼블릭 
IPv4 주소를 찾을 수AWS Ground 
Station 있는 권한을 EC2에 부여
하는 새 정책을 추가했습니다.

2022년 11월 2일

AWS Ground Station에서 변경 사
항 추적 시작

AWS Ground Station가 AWS 관
리형 정책에 대한 변경 내용 추적
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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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KMS에서 보조금을AWS Ground Station 사용하는 방법

유휴AWS Ground Station
AWS Ground Station자체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저장된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AWS 암호화를 제공합니다.

• AWS 소유 키 - 기본적으로 이러한 키를AWS Ground Station 사용하여 직접 식별 가능한 개인 데이터 및 
임시 데이터를 자동으로 암호화합니다. AWS 소유 키를 보거나 관리하거나 사용하거나 사용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할 필요는 없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Guide의 AWS 소유의 키를 참조하세요.

기본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면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따르는 운영 오버헤드와 복잡성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엄격한 암호화 규정 준수와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사용되지 않는 민감한 모든 데이터에 암호화를 적용하지만, 에페메리드와 같은 일부
AWS Ground Station 리소스의 경우 기본 관리 키 대신 고객AWS 관리 키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객 관리 키 --AWS Ground Station 사용자가 생성, 소유 및 관리하는 대칭형 고객 관리 키를 사용하여 기
존AWS 소유 암호화에 두 번째 암호화 계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 계층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
으므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정책 수립 및 유지
• IAM 정책 및 보조금 수립 및 유지
• 키 정책 활성화 및 비활성화
• 키 구성 요소
• 태그 추가
• 키 앨리어스 생성
• 삭제를 위한 스케줄링 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Guide의 고객 관리형 키를 참조하세요.

다음 표에는 고객 관리 키 사용을AWS Ground Station 지원하는 리소스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 AWS 소유 키 암호화 고객 관리 키 암호화 (선택 사항)

위성의 궤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
되는 Ephemeris 데이터

활성화됨 활성화됨

Note

AWS Ground StationAWS소유한 키를 사용하여 저장 중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개인 식
별 데이터를 무료로 보호합니다. 그러나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때는AWS KMS 비용이 부과됩니
다.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Gey Management Service Guide의 
요금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KM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M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AWSKMS에서 보조금을AWS Ground Station 사용
하는 방법

AWS Ground Station고객 관리 키를 사용하려면 키 부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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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형 키 생성

고객 관리 키로 암호화된 Ephemeris를 업로드하면AWS KMS에 CreateGrant 요청을 보내 사용자를 대신
하여 키 부여를AWS Ground Station 생성합니다. AWSKMS의 권한 부여는 고객 계정의 KMS 키에AWS 
Ground Station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AWS Ground Station다음 내부 작업에 대해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 AWSKMS에GenerateDataKey 요청을 보내 고객 관리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생성하십시오.
• 데이터를Decrypt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해독하려면AWS KMS에 보냅

니다.
• AWSKMS에Encrypt 요청을 보내 제공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언제든지 권한 부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취소하거나 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서비스 액세스를 제거할 수 있
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 관리형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데이터에 의존하는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AWS Ground Station 예를 들어, 현재 연락처에 사용 중인 에페머리스에서 키 부여를
AWS Ground Station 제거하면 제공된 에페머리스 데이터를 접촉 중에 안테나를 가리키는 데 사용할 수 없습
니다. 그러면 연락처가 FAILED 상태로 종료됩니다.

고객 관리형 키 생성
관리형 콘솔 또는AWS KMS API를 사용하여 대칭형 고객 관리형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AWS

대칭형 고객 관리형 키를 생성하려면
키 관리형 서비스 개발자 안내서에서 대칭 고객 관리형AWS 키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를 따르세요.

키 정책
키 정책은 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모든 고객 관리형 키에는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과 키를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설명이 포함된 정확히 하나의 키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고객 관리형 키를 
생성할 때 키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 Management Service Guide의 고객 관리형AWS 
키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참조하세요.

AWS Ground Station리소스에서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려면 키 정책에서 다음 API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
다.

kms:CreateGrant- 고객 관리 키에 부여를 추가합니다. 지정된 KMS 키에 제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작
업에AWS Ground Station 필요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키 
관리형 서비스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이를 통해 Amazon은AWS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키가 암호화에 즉시 사용되지 않으므로GenerateDataKey 호출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생성
하고 저장합니다.

• 저장된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을Decrypt 호출합니다.
•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려면 을Encrypt 호출합니다.
•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퇴하는 원금을RetireGrant 설정하세요.

kms:DescribeKey- 제공된 키에 대한 권한 부여를 시도하기 전에 키를 검증할 수 있도록AWS Ground 
Station 고객 관리형 키의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추가할 수 있는 IAM 정책 설명의 예시입니다.AWS Ground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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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객 관리형 키를 지정합니다AWS Ground Station

"Statement" : [  
  {"Sid" : "Allow access to principals authorized to use AWS Ground Station", 
    "Effect" : "Allow", 
    "Principal" : { 
      "AWS" : "*" 
    }, 
    "Action" : [  
      "kms:DescribeKey",  
      "kms:CreateGrant" 
    ], 
    "Resource" : "*", 
    "Condition" : { 
    "StringEquals" : { 
        "kms:ViaService" : "groundstation.amazonaws.com", 
        "kms:CallerAccount" : "111122223333" 
    } 
  }, 
  {"Sid": "Allow access for key administrators",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ot" 
    }, 
    "Action" : [  
      "kms:*" 
      ], 
    "Resource": "arn:aws:kms:region:111122223333:key/key_ID" 
  }, 
  {"Sid" : "Allow read-only access to key metadata to the account", 
    "Effect" : "Allow", 
    "Principal" : { 
      "AWS" : "arn:aws:iam::111122223333:root" 
    }, 
    "Action" : [  
      "kms:Describe*", 
      "kms:Get*", 
      "kms:List*", 
      "kms:RevokeGrant" 
    ], 
    "Resource" : "*" 
  }
]

정책에서 사용 권한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키 관리형 서비스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
세요.

키 액세스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키 관리형 서비스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에 대한 고객 관리형 키를 지정합니다AWS Ground 
Station

다음 리소스를 암호화하기 위해 고객 관리형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에페메리스

리소스를 만들 때 다음을 제공하여 데이터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kmsKeyArn

• kmsKeyArn-AWS KMS 고객 관리 키의 키 식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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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암호화 컨텍스트

AWS Ground Station 암호화 컨텍스트
암호화 컨텍스트는 데이터에 대한 추가 컨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선택적 키-값 페어 집합입니다. AWS 
KMS는 암호화 컨텍스트를 추가 인증 데이터로 사용하여 인증된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암호화 요청
에 암호화 컨텍스트를 포함하면AWS KMS는 암호화 컨텍스트를 암호화된 데이터에 바인딩합니다. 데이터를 
해독하려면 요청에 동일한 암호화 컨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AWS Ground Station 암호화 컨텍스트
AWS Ground Station암호화되는 리소스에 따라 다른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하고 생성된 각 키 부여에 대해 
특정 암호화 컨텍스트를 지정합니다.

에페머리스 암호화
임시 리소스 암호화를 위한 키 부여는 특정 위성 ARN에 바인딩됩니다.

"encryptionContext": { 
    "aws:groundstation:arn": 
 "arn:aws:groundstation::111122223333:satellite/00a770b0-082d-45a4-80ed-SAMPLE"
}

Note

키 보조금은 동일한 키-위성 쌍에 재사용됩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대칭형 고객 관리 키를 사용하여 에페메리드를 암호화하는 경우 감사 기록과 로그의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
하여 고객 관리 키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는 Amazon Logs에서 
생성한AWS CloudTrail CloudWatch 로그에도 나타납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액
세스
키 정책 및 IAM 정책에서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대칭형 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
다.conditions 권한 부여에서 암호화 컨텍스트 제약 조건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권한 부여의 암호화 컨텍스트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계정 또는 지역의 고객 관리 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권한 부여 제약 조건에서는 권한 부여가 허용하는 작업에서 지정된 암호화 컨텍
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정 암호화 컨텍스트에 대한 고객 관리 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키 정책 설명의 예입니다. 
이 정책 설명의 조건에서는 권한 부여에 암호화 컨텍스트를 지정하는 암호화 컨텍스트 제약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Sid": "Enable Describe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ExampleReadOnlyRole" 
     }, 
     "Action": "kms:DescribeKey", 
     "Resource": "*"
},{"Sid": "Enable CreateGrant", 
     "Effect": "Allow", 

95

https://docs.aws.amazon.com/kms/latest/developerguide/concepts.html#encrypt_context
https://docs.aws.amazon.com/location/latest/developerguide/encryption-at-rest.html#example-custom-encryption
https://docs.aws.amazon.com/location/latest/developerguide/encryption-at-rest.html#example-custom-encryption


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
에 대한 암호화 키 모니터링AWS Ground Station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ExampleReadOnlyRole" 
     }, 
     "Action": "kms:CreateGrant",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kms:EncryptionContext:aws:groundstation:arn": 
 "arn:aws:groundstation::111122223333:satellite/00a770b0-082d-45a4-80ed-SAMPLE" 
        } 
     }
}

에 대한 암호화 키 모니터링AWS Ground Station
AWS Ground Station리소스와 함께AWS KMS 고객 관리 키를 사용하는 경우 AWS CloudTrail또는 Amazon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AWS KMS로AWS Ground Station 보내는 요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
음 예는AWS Ground Station이 고객 관리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에DescribeKey 액세스하기 위해 호출
하는CreateGrantGenerateDataKeyDecrypt,,Encrypt 및 KMS 작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AWS 
CloudTrail 이벤트입니다.

CreateGrant(클라우드 트레일)
AWSKMS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ephemeris 리소스를 암호화하면 는 사용자를 대신하여AWS 계정의 
KMS 키에CreateGrant 액세스하라는 요청을AWS Ground Station 보냅니다. AWS Ground Station생성되
는 권한은AWS KMS 고객 관리 키와 관련된 리소스에만 해당됩니다. 또한AWS Ground Station은 리소스를 
삭제하면RetireGrant 작업을 사용하여 권한을 제거합니다.

다음 예제 이벤트는CreateGrant 작업을 기록합니다.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AAAAAAAAAAAAAAAAAAAA:SampleUser01",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Admin/SampleUser01",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SIAIOSFODNN7EXAMPLE3",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AAAAAAAAAAAAAAAAAAAA", 
                "arn": "arn:aws:iam::111122223333:role/Admin", 
                "accountId": "111122223333", 
                "userName": "Admin" 
            }, 
            "webIdFederationData": {}, 
            "attributes": { 
                "creationDate": "2022-02-22T22:22:22Z", 
                "mfaAuthenticated": "false" 
            } 
        },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22-02-22T22:22:22Z", 
    "eventSource": "kms.amazonaws.com", 
    "eventName": "CreateGrant",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11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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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Key(클라우드 트레일)

    "userAgent": "ExampleDesktop/1.0 (V1; OS)", 
    "requestParameters": { 
        "operations": [ 
            "GenerateDataKeyWithoutPlaintext", 
            "Decrypt", 
            "Encrypt" 
        ], 
        "constraints": { 
            "encryptionContextSubset": { 
                "aws:groundstation:arn": 
 "arn:aws:groundstation::111122223333:satellite/00a770b0-082d-45a4-80ed-SAMPLE" 
            } 
        }, 
        "granteePrincipal": "groundstation.us-west-2.amazonaws.com", 
        "retiringPrincipal": "groundstation.us-west-2.amazonaws.com", 
        "keyId":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 
    "responseElements": { 
        "grantId": "0ab0ac0d0b000f00ea00cc0a0e00fc00bce000c000f0000000c0bc0a0000aaafSAMPLE" 
    }, 
    "reques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even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readOnly": fals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KMS::Key", 
            "ARN":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 
    ], 
    "eventType": "AwsApiCall", 
    "managementEvent": tru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Management"
}

DescribeKey(클라우드 트레일)
AWSKMS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ephemeris 리소스를 암호화하면 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요청된 키가 
계정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DescribeKey 요청을AWS Ground Station 보냅니다.

다음 예제 이벤트는DescribeKey 작업을 기록합니다.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AAAAAAAAAAAAAAAAAAAAA:SampleUser01",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User/Role",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SIAIOSFODNN7EXAMPLE3",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AAAAAAAAAAAAAAAAAAAA", 
                "arn": "arn:aws:iam::111122223333:role/Role", 
                "accountId": "111122223333", 
                "userName": "User" 
            }, 
            "webIdFederationData": {}, 
            "attrib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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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onDate": "2022-02-22T22:22:22Z", 
                "mfaAuthenticated": "false" 
            } 
        },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22-02-22T22:22:22Z", 
    "eventSource": "kms.amazonaws.com", 
    "eventName": "DescribeKey",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requestParameters": { 
        "keyId":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even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readOnly": tru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KMS::Key", 
            "ARN":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 
    ], 
    "eventType": "AwsApiCall", 
    "managementEvent": tru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eventCategory": "Management"
}

GenerateDataKey(클라우드 트레일)
AWSKMS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ephemeris 리소스를 암호화하면 KMS에GenerateDataKey 요청을
AWS Ground Station 보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 키를 생성합니다.

다음 예제 이벤트는GenerateDataKey 작업을 기록합니다.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AWSService",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22-02-22T22:22:22Z", 
    "eventSource": "kms.amazonaws.com", 
    "eventName": "GenerateDataKey",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requestParameters": { 
        "keySpec": "AES_256", 
        "encryptionContext": { 
            "aws:groundstation:arn": 
 "arn:aws:groundstation::111122223333:satellite/00a770b0-082d-45a4-80ed-SAMPLE", 
            "aws:s3:arn": 
 "arn:aws:s3:::customerephemerisbucket/00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 
        "keyId":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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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even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readOnly": tru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KMS::Key", 
            "ARN":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 
    ], 
    "eventType": "AwsApiCall", 
    "managementEvent": true,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sharedEven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eventCategory": "Management"
}

Decrypt(클라우드 트레일)
AWSKMS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ephemeris 리소스를 암호화하는 경우 는 동일한 고객 관리 키로 이미 
암호화된 경우 제공된 Ephemeris를 해독하는Decrypt 작업을AWS Ground Station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데이터가 S3 버킷에서 업로드되고 지정된 키로 해당 버킷에서 암호화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이벤트는Decrypt 작업을 기록합니다.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AWSService", 
        "invokedBy": "AWS Internal" 
    }, 
    "eventTime": "2022-02-22T22:22:22Z", 
    "eventSource": "kms.amazonaws.com", 
    "eventName": "Decrypt", 
    "awsRegion": "us-west-2", 
    "sourceIPAddress": "AWS Internal", 
    "userAgent": "AWS Internal", 
    "requestParameters": { 
        "encryptionContext": { 
            "aws:groundstation:arn": 
 "arn:aws:groundstation::111122223333:satellite/00a770b0-082d-45a4-80ed-SAMPLE", 
            "aws:s3:arn": 
 "arn:aws:s3:::customerephemerisbucket/00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 
        "encryptionAlgorithm": "SYMMETRIC_DEFAULT"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even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readOnly": true, 
    "resources": [ 
        {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KMS::Key", 
            "ARN": "arn:aws:kms:us-
we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SAMPLE" 
        } 
    ], 
    "eventType": "AwsApiCall", 
    "managementEvent":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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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sharedEventID": "ff000af-00eb-00ce-0e00-ea000fb0fba0SAMPLE", 
    "eventCategory":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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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이페메리스 데이터
에페메리스 (복수형 에페메리드) 는 천체의 궤적을 제공하는 파일 또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이 파일
은 표 형식의 데이터만 참조했지만 점차 우주선 궤적을 나타내는 다양한 데이터 파일을 참조하게 되었습니
다.

AWS Ground StationEphemeris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성에 연락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AWS Ground Station 네트워크의 안테나가 위성을 가리키도록 올바르게 명령합니다. 기본적으로 에페메리
드를AWS Ground Station 제공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제
• 기본 이페머리스 데이터 (p. 101)
• 어떤 에페메리스가 사용됩니까? (p. 101)
• 인공위성의 현재 이페메리스 구하기 (p. 102)
• 사용자 지정 이페머리스 데이터 제공 (p. 103)
• 잘못된 에페메리드 문제 해결 (p. 105)
• 기본 이페머리스 데이터로 되돌리기 (p. 106)

기본 이페머리스 데이터
기본적으로 Space-Track에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AWS Ground Station 사용하며 이러한 기본 
이페머라이드를 제공하기AWS Ground Station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페머라이드는 인공위
성의 NORAD ID와 관련된 두 줄짜리 요소 집합입니다. 모든 디폴트 에페메리드의 우선순위는 0입니다. 따라
서 항상 ephemeris API를 통해 업로드된 만료되지 않은 사용자 지정 ephemeride에 의해 오버라이드되며, 항
상 우선 순위가 1 이상이어야 합니다.

NORAD ID가 없는 위성은 사용자 지정 이페머리스 데이터를 에 업로드해야AWS Ground Station 합니다. 예
를 들어 방금 발사되었거나 Space-Track 카탈로그에서 의도적으로 생략된 위성은 NORAD ID가 없으므로 사
용자 지정 이페머라이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Ephemeris 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Ephemeris 데이터 제공을 (p. 103) 참조하십시오.

어떤 에페메리스가 사용됩니까?
Ephemerides에는 우선 순위, 만료 시간 및 활성화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 위성에 어떤 천체가 
사용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각 위성마다 하나의 일시체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에피머리스는 우선 순위가 가장 높고 만료 시간이 미래인 에페머리스입니다. 에서 반환한
ListContacts사용 가능한 연락 시간은 이 임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활성화된 여러 개의 에페메리드의 우
선순위가 같으면 가장 최근에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된 에페메리스가 사용됩니다.

생성된 에페머리가 없거나 ENABLED 상태인 에페메리드가 없는 경우,AWS Ground Station 가능한 경우 
Space Track에서 가져온 기본 에페머리스를 위성에 사용합니다. 이 기본 임시 문자에는 우선 순위가 0입니
다.

새로운 에페메리드가 이전에 예약된 연락처에 미치는 
영향
새 사용자 지정 이페머라이드를 업로드하기 전에 예약된 연락처는 원래 예정된 신호 획득 (AOS) /신호 손실 
(LOS) 시간을 유지하지만 활성 이페머리스를 추적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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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일시체성을 기준으로 한 우주선의 위치가 이전의 일시적 분열과 크게 다를 경우, 우주선이 수평선 아래 
또는 송신/수신 마스크 내에 있기 때문에 신호 시간이 단축되거나 접촉자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이전 천황과 크게 다른 새 천체성을 업로드할 때는 해당 위성에 대한 future 연락도 취소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된 연락은 연락 시간에 너무 가깝게 취소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취소된 연락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round Station FAQ를 참조하십시오.

인공위성의 현재 이페메리스 구하기
GetSatellite또는ListSatellites 액션을 호출하여AWS Ground Station 특정 위성에서 현재 사용 중
인 임시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메서드 모두 현재 사용 중인 Ephemeris의 메타데이터를 반환합
니다. 이 ephemeris 메타데이터는 기본 에페머라이드에 업로드된 사용자 지정AWS Ground Station 에페머
라이드와 기본 에페머라이드에 대해 서로 다릅니다.

기본 에페메리드는source 및epoch 필드만 포함합니다. epochSpaceAWS Ground Station Track에서 가져
온 두 줄짜리 요소 집합의 시대이며 현재 위성의 궤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임시 명칭은 의source"CUSTOMER_PROVIDED" 값을 가지며ephemerisId 필드에 고유한 식
별자를 포함합니다. 이 고유 식별자는DescribeEphemeris 작업을 통해 이페머리스를 쿼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eateEphemeris작업을AWS Ground Station 통해 업로드하는 동안 에페머리스에 이름이 
지정된 경우 선택적name 필드가 반환됩니다.

참고: ephemerides는 에 의해 동적으로AWS Ground Station 업데이트되므로 반환된 데이터는 API 호출 시 
사용 중인 이페머리스의 스냅샷일 뿐입니다.

디폴트 에페머리스를 사용한 위성GetSatellite 리턴
의 예
{ 
    "satelliteId": "e1cfe0c7-67f9-4d98-bad2-06dbfc2d14a2",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11122223333:satellite/e1cfe0c7-67f9-4d98-
bad2-06dbfc2d14a2", 
    "noradSatelliteID": 12345, 
    "groundStations": [ 
        "Example Ground Station 1",  
        "Example Ground Station 2" 
    ], 
    "currentEphemeris": { 
        "source": "SPACE_TRACK", 
        "epoch": 8888888888 
    }
}

사용자 지정 이페머리스를 사용하는 위성
의GetSatellite 예
{ 
      "satelliteId": "e1cfe0c7-67f9-4d98-bad2-06dbfc2d14a2", 
      "satelliteArn": "arn:aws:groundstation::111122223333:satellite/e1cfe0c7-67f9-4d98-
bad2-06dbfc2d14a2", 
      "noradSatelliteID": 12345, 
      "groundStations": [ 
          "Example Ground Station 1",  
          "Example Ground Station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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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Ephemeris": { 
          "source": "CUSTOMER_PROVIDED", 
          "ephemerisId": "e1cfe0c7-67f9-4d98-bad2-06dbfc2d14a2", 
          "name": "My Ephemeris" 
      } 
  }

사용자 지정 이페머리스 데이터 제공
Warning

현재 임시 API는 프리뷰 상태입니다.

Ephemer생성 API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사용자 지정 임시 데이터 업로
드가 필요한 고객은 aws-groundstation@amazon.com 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개요
Ephemeris API를 사용하면 사용자 지정 이페머라이드를 업로드하여 위성과 함께AWS Ground Station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페머라이드는 Space Track의 기본 에페머라이드를 재정의합니다 (참조: 기본 이페
머리스 데이터 (p. 101)).

고객 이페머라이드를 업로드하면 추적 품질이 향상되고, Space Track 이페머라이드가 없는 초기 작전을 처
리하고AWS Ground Station, 기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AWS Ground StationAPI의CreateEphemeris 작업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임시 명칭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이 작업은 요청 본문 또는 지정된 S3 버킷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임시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참고: 임시 문자열을 업로드하면 임시 저장소가 설정되고 비동기식 워크플로가 시작되므로 유효성을 검사
하고 임시 연락처로부터 잠재적 연락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VALIDATING Ephemeris가 이 워크플로를 
통과한 후에만 연락처에 사용됩니다.ENABLED 이페머리스 상태를DescribeEphemeris 설문조사하거나 
Cloudwatch 이벤트를 사용하여 에페머리의 상태 변경을 추적해야 합니다.

잘못된 에페머리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된 에페머리드 문제 해결을 (p. 105) 참조하십시오.

API를 통해 TLE 세트 이페머리스 생성
AWS Ground Stationboto3 클라이언트는CreateEphemeris 호출을AWS Ground Station 통해 두 줄 요소 
(TLE) 세트 이페머리스를 업로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에피머리스는 위성의 기본 에페머리스 데이
터 대신 사용됩니다 (기본 이페머리스 데이터 (p. 101) 참조).

TLE 집합은 하나 이상의 TLE를 함께 묶어 연속적인 궤적을 구성하는 JSON 형식의 객체입니다. TLE 세트의 
TLE는 궤도를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속적인 집합을 형성해야 합니다 (즉, TLE 집합의 TLE 간에 시간 
간격이 없음). T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생성

# example_tle_set.json
[ 
    { 
        "tleLine1": "1 25994U 99068A   20318.54719794  .00000075  00000-0  26688-4 0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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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eLine2": "2 25994  98.2007  30.6589 0001234  89.2782  18.9934 
 14.57114995111906", 
        "validTimeRange": { 
            "startTime": 12345, 
            "endTime": 12346 
        } 
    }, 
    { 
        "tleLine1": "1 25994U 99068A   20318.54719794  .00000075  00000-0  26688-4 0  
 9997", 
        "tleLine2": "2 25994  98.2007  30.6589 0001234  89.2782  18.9934 
 14.57114995111906", 
        "validTimeRange": { 
            "startTime": 12346, 
            "endTime": 12347 
        } 
    }
]

Note

TLE 세트에 있는 TLE의 시간 범위는 유효하고 연속적인 궤적이 되려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AWS Ground Station boto3 클라이언트를 통해 TLE 세트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tle_ephemeris_id = ground_station_boto3_client.create_ephemeris( name="Example 
 Ephemeris", satelliteId="2e925701-9485-4644-b031-EXAMPLE01", enabled=True, 
 expirationTime=datetime.now(timezone.utc) + timedelta(days=3), priority=2, 
    ephemeris = { 
      "tle": { 
        "tleData": [ 
            { 
                "tleLine1": "1 25994U 99068A   20318.54719794  .00000075  00000-0  26688-4 
 0  9997", 
                "tleLine2": "2 25994  98.2007  30.6589 0001234  89.2782  18.9934 
 14.57114995111906", 
                "validTimeRange": { 
                    "startTime": datetime.now(timezone.utc), 
                    "endTime": datetime.now(timezone.utc) + timedelta(days=7) 
                } 
            } 
        ] 
      } 
    })

이 호출은 future 에페머리스를 참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페머리스 Id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위 호출
에서 제공된 ephemeris ID를 사용하여 임시 상태를 폴링할 수 있습니다.

client.describe_ephemeris(ephemerisId=tle_ephemeris_id['ephemerisId'])

DescribeEphemeris조치에 대한 응답 예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creationTime": 1620254718.765, 
  "enabled": true, 
  "name": "Example Ephemeris", 
  "ephemerisId": "fde41049-14f7-413e-bd7b-EXAMPLE01", 
  "priority": 2, 
  "status": "VALIDATING", 
  "suppliedData": { 
    "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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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hemerisData": "[{\"tleLine1\": \"1 25994U 99068A   20318.54719794  .00000075  
 00000-0  26688-4 0  9997\",\"tleLine2": \"2 25994  98.2007  30.6589 0001234  89.2782  
 18.9934 14.57114995111906\",\"validTimeRange\": {\"startTime\": 1620254712000,\"endTime\": 
 1620859512000}}]" 
    } 
  }
}

업로드된 임시 저장소는 설정되고 연락처 예약ENABLED 및 실행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비동기 검증 워
크플로를 거쳐야 하므로DescribeEphemeris 경로를 폴링하거나 Cloudwatch 이벤트를 사용하여 업로드
된 임시 항목의 상태를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예에서 TLE 세트의 모든 TLE에 있는 NORAD ID는 위성이 우주 트랙 데이터베이스에 할당된 NORAD 
ID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25994

S3 버킷에서 에페메생성 생성
버킷과 객체 키를 가리키면 S3 버킷에서 직접 ephemeris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AWS Ground 
Station사용자를 대신하여 객체를 검색합니다. 저장된 데이터의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AWS 
Ground Station Ground Station의 저장 데이터 암호화를 (p. 92)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S3 버킷에서 OEM 임시 파일을 업로드하는 예입니다.

s3_oem_ephemeris_id = customer_client.create_ephemeris( name="2022-10-26 S3 
 OEM Upload", satelliteId="fde41049-14f7-413e-bd7b-EXAMPLE01", enabled=True, 
 expirationTime=datetime.now(timezone.utc) + timedelta(days=5), priority=2, 
    ephemeris = { 
        "oem": { 
            "s3Object": { 
                "bucket": "ephemeris-bucket-for-testing", 
                "key": "test_data.oem", 
            } 
        } 
    })

다음은 예제 코드의 이전 블록에 업로드된 OEM 임시 데이터에 대해 호출된DescribeEphemeris 작업에서 
반환된 데이터 예제입니다.

{ 
    "creationTime": 1620254718.765, 
    "enabled": true, 
    "name": "Example Ephemeris", 
    "ephemerisId": "fde41049-14f7-413e-bd7b-EXAMPLE02", 
    "priority": 2, 
    "status": "VALIDATING", 
    "suppliedData": { 
    "oem": { 
        "sourceS3Object": { 
            "bucket": "ephemeris-bucket-for-testing", 
            "key": "test_data.oem" 
        } 
    }
}

잘못된 에페메리드 문제 해결
사용자 지정 ephemeris가 업로드되면 되기 전에 비동기 유효성 검사 워크플로를 거칩니다ENABLED.AWS 
Ground Station 이 워크플로우는 위성 식별자, 메타데이터 및 궤적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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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meris가 유효성 검사에 실패하면 ephemeris가 유효성 검사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를 반환합니다.DescribeEphemeris EphemerisInvalidReason 의 잠재적 값은 다음과
EphemerisInvalidReason같습니다.

값 설명 문제 해결

메타데이터_유효하지 않음 제공된 위성 ID와 같은 우주선 식
별자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천체 데이터에 제공된 NORAD ID 
또는 기타 식별자를 확인하십시
오.

시간_범위_유효하지 않음 제공된 ephemeris의 시작, 종료 
또는 만료 시간이 유효하지 않습
니다.

시작 시간이 '지금' 이전인지 (시
작 시간을 몇 분 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료 시간이 시작 
시간 이후인지, 종료 시간이 만료 
시간 이후인지 확인하십시오.

궤적_유효하지 않음 제공된 ephemeris는 잘못된 우주
선 궤적을 정의합니다.

제공된 궤적이 연속적이고 올바른 
위성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효성 검사_오류 검증을 위해 ephemeris를 처리하
는 동안 내부 서비스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재시도 업로드

DescribeEphemerisINVALID천식에 대한 예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creationTime": 1000000000.00, 
  "enabled": false, 
  "ephemerisId": "d5a8a6ac-8a3a-444e-927e-EXAMPLE1", 
  "name": "Example", 
  "priority": 2, 
  "status": "INVALID", 
  "invalidReason": "METADATA_INVALID", 
  "suppliedData": { 
    "tle": { 
      "sourceS3Object": { 
        "bucket": "my-s3-bucket", 
        "key": "myEphemerisKey", 
        "version": "ephemerisVersion" 
      } 
    } 
  },
}

기본 이페머리스 데이터로 되돌리기
사용자 지정 ephemeris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특정 위성에AWS Ground Station 사용되는 기본 ephemerides 
데이터가 재정의됩니다. AWS Ground Station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만료되지 않은 고객 제공 에페메리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기본 에페머리스를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AWS Ground Station또한 현재 고객이 
제공한 임시 저장의 만료 시간이 지난 연락처는 해당 만료 시간이 지난 연락처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
당 만료 시간이 지난 기본 임시 저장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Space Track 에페머라이드로 되돌리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활성화된 고객 제공 에페메리드를 모두 삭제 (사용DeleteEphemerisUpdateEphemeris) 하거나 비활
성화 (사용) 합니다. 를 사용하여 고객이 제공한 위성용 에페머라이드를 나열할 수ListEphemerides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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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제공한 기존 에페메리드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GetSatellite호출하여source 위성에 대한 현재 임시 문자열이 다음과 같은지 확인하여 디폴트 에페머리
스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SPACE_TRACK 있습니다. 디폴트 에페메리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폴트 
에페머리스 데이터를 (p. 101)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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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round Station 사용 설명서에 
대한 문서 이력

다음 표에서는 AWS Ground Station의 최신 릴리스가 발표된 이후 이 설명서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릴리스 날짜

새로운 기능 광대역 DigIf 데이터 전송 릴리스를 위한AWS 
Ground Station 에이전트 사용 설명서가 추가되었습
니다.

2023년 4월 12일

AWS 관리형 정책 업데
이트 (p. 89) — 새AWS 
관리형 정책

AWS Ground Station라는 새 정책을 추가했습니다 
AWSGroundStationAgentInstancePolicy.

2023년 4월 12일

새로운 기능 CPE Preview 릴리스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업데이
트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9일

AWS 관리형 정책 업데
이트 (p. 89) — 새AWS 
관리형 정책

AWS Ground Station라는 새 정책을 포함하는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 
service-linked-role (SLR) 를 추가했습니다 
AWSServiceRoleForGroundStationDataflowEndpointGroupPolicy.

2022년 11월 2일

새로운 기능 AWS CLI와의 통합을 포함하도록 사용 설명서를 업
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4월 17일

새로운 기능 CloudWatch Metrics와의 통합을 포함하도록 사용 
설명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새 템플릿 AWS Ground Station사용자 가이드에 퍼블릭 브로
드캐스트 위성 (AquaSnppJpss 템플릿) 이 추가되었
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새로운 기능 교차 리전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도록 사용 설명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0년 2월 5일

설명서 업데이트 CloudWatch Events를AWS Ground Station 통한 모
니터링에 대한 예제 및 설명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0년 2월 4일

설명서 업데이트 템플릿 위치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시작하기 및 문제 
해결 섹션이 수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새로운 문제 해결 섹션 AWS Ground Station사용자 가이드에 문제 해결 섹
션이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7일

새 시작하기 주제 최신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 포함된 시작하
기 항목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킨들 버전 Kindle 버전의 AWS Ground Station사용자 안내서
가 게시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새로운 서비스 및 가이드 이 버전은 의 최초AWS Ground Station 릴리스이자
AWS Ground Station사용 설명서입니다.

2019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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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AWS 최신 용어는 AWS 일반 참조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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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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