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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의 이점

Amazon Kendra란 무엇인가요?
Amazon Kendra사용자가 자연어 처리 및 고급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와 구조화
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정확하고 지능적인 검색 서비스입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
변을 반환하여 사용자에게 인간 전문가와의 상호 작용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며 Amazon S3및 Amazon Lex등의 다른AWS 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되며 엔터
프라이즈급 보안을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인텔리전트 랭킹 API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I 참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Amazon 
Kendra

Amazon Kendra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질문 또는 쿼리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사실적인 질문 —시애틀에서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어디입니까? 와 같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 
묻는 간단한 질문  팩토이드 질문에는 한 단어나 구문 형태로 반환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답변이 있습니
다. 답변은 FAQ 또는 색인된 문서에서 검색됩니다.

• 서술형 질문 — 답이 문장, 구절 또는 전체 문서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Echo Plus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키워드 및 자연어 검색 —검색할 키워드뿐만 아니라 복잡한 대화형 질문도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의도한 의미가 항상 명확하지 않은 질문도 포함됩니다. 예: 기조 연설. '주소'는 종종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Amazon Kendra 수 있으므로 검색 쿼리에서 사용자가 의도한 의미를 유추하여 관련 정보를 반환할 수 있
습니다. Amazon Kendra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이러한 종류의 쿼리를 처리합니다.

Amazon Kendra의 이점
Amazon Kendra관리형 파일 업로드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정확성 — 기본 키워드 매칭 및 순위를 기반으로 결과가 산출되는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는 기존 검색 서비
스와 달리 질문의 맥락을Amazon Kendra 이해하려고 합니다. Amazon Kendra데이터를 검색하고 기존 검
색에서 벗어나 쿼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어, 스니펫 또는 문서를 반환합니다. Amazon Kendra기계 학
습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검색 결과를 개선합니다.

• 단순성 — 검색하려는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콘솔과 API를Amazon Kendra 제공합니다. 간단한 검색 API
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에Amazon Kendra 통
합할 수 있습니다.

• 연결 — 타사 데이터 리포지토리 또는 Microsoft와 같은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Amazon Kendra 수 
SharePoint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문서를 쉽게 인덱싱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액세스 제어 — 검색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검색을Amazon Kendra 제공합니
다. 검색 결과는 조직의 보안 모델을 반영합니다.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사용자 액세스를 인증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Amazon KendraDeveloper
Amazon Kendra개발자 에디션은 저렴한Amazon Kendra 비용으로 의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750시간 동
안 사용할 수 있는 프리 티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eveloper Edition은 문서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기능을 시험해 보고,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이상적입니다Amazon Kendra.

개발자 에디션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각각 최대 5개의 데이터 소스가 포함된 최대 5개의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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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Enterprise

• 10,000개의 문서 또는 3GB의 추출된 텍스트.
• 하루 쿼리 4,000개가량 또는 초당 쿼리 0.05개가량
• 1개의 가용 영역 (AZ) 에서 실행 — 가용 영역 (AWS지역 내 데이터 센터) 참조

프로덕션 애플리케이션에는 개발자 에디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자 에디션은 지연 시간이나 가용성
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Enterprise
Amazon Kendra엔터프라이즈 문서 라이브러리 전체를 인덱싱하려는 경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할 준비가 된 경우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십시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각각 최대 50개의 데이터 소스가 포함된 최대 5개의 인덱스.
• 100,000개의 문서 또는 30GB의 추출된 텍스트.
• 하루 쿼리 8,000개가량 또는 초당 쿼리 0.1개
• 3개의 가용 영역 (AZ) 에서 실행 — 가용 영역 (AWS지역 내 데이터 센터) 참조

Service Quotas 할당량 콘솔을 사용하여 이 할당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요금
처음 30일 동안 최대 75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Amazon Kendra 개발자 에디션을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
다. 평가판이 만료되면 프로비저닝된Amazon Kendra 인덱스가 비어 있고 쿼리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프로비
저닝된 모든 인덱스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평가판이 만료된 후에는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를 사용
하여 문서를 스캔하고 동기화하는 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전체적인 요금 및 가격 목록은 요금을 참조하세요Amazon Kendra

Amazon Kendra를 처음 사용하십니까?
Amazon Kendra를 처음 사용한다면, 다음 단원을 순서대로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

1. Amazon Kendra 작동 방식 (p. 3)Amazon Kendra—구성 요소를 소개하고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검색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2. 시작하기 (p. 79)—계정을 설정하고Amazon Kendra 검색 API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3. 인덱스 만들기 (p. 96)—검색 색인을 만들고 데이터 소스를 추가하여 문서를 동기화하는 방법을 설명합

니다.Amazon Kendra
4. 인덱스에 문서 직접 추가 (p. 98)—문서를Amazon Kendra 색인에 직접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5. 색인 검색 (p. 402)Amazon Kendra—검색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6. Amazon Kendra 배포 (p. 68)—웹 사이트에Amazon Kendra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애플리케

이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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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Amazon Kendra 작동 방식
Amazon Kendra애플리케이션에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직접 또는 타사 문서 저장소에서 문서를 인덱싱하
고 사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지능적으로 제공합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 가능한 색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서 지원하는 문서 유형 목록은 문서 유형을Amazon Kendra 참
조하십시오.

Amazon Kendra는 다른 서비스와 통합됩니다. 예를 들어Amazon Kendra 검색 기능을 통해 Amazon Lex채
팅 봇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유용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버킷
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여 문서에 연결하고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Amazon Kendra 또한 를 사용하
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정책 또는 권한을 설정할 수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있습니다.

Amazon Kendra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문서를 보관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색인입니다.
• 문서를 저장하고Amazon Kendra 연결하는 데이터 소스입니다. 데이터 원본을 인덱스와 자동으로 동기화

하여Amazon Kendra 인덱스가 소스 리포지토리와 함께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문서를 인덱스에 직접 추가하는 문서 추가 API입니다.

콘솔 또는 API를Amazon Kendra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할 수 있습니
다. 색인을 삭제하면 해당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모두 삭제되고 에서 모든 문서 정보가 영구적으로Amazon 
Kendra 삭제됩니다.

주제
• 인덱스 (p. 3)
• Documents (p. 5)
• 데이터 원본 (p. 6)
• 쿼리 (p. 7)
• 태그 (p. 7)

인덱스
색인은 문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색인에 문서를 추가하는 방
법은 문서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문서를Amazon S3 버킷이나 Microsoft SharePoint 사이트와 같은 일종의 리포지토리에 저장하는 경우 데
이터 소스 커넥터를 사용하여 리포지토리에서 문서를 인덱싱합니다.

• 문서를 리포지토리에 저장하지 않는 경우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여 문서를 직접 인덱싱합니다.
• Amazon Kendra(Amazon S3) 버킷에 저장해야 하는 FAQ 질문 및 답변의 경우 버킷에서 업로드합니다.

Amazon Kendra콘솔,AWS SDK 또는 SDK를 사용하여 색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AWS CLI 인덱싱할 수 있는 
문서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문서 유형 (p. 5).

Amazon Kendra 내장 문서 필드 사용
UpdateIndex API를 사용하면 예약된 필드 이름을 사용하거
나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지정하여 해당 문서 속성 또는 문서 필드에 매핑할 예약
된 필드 또는 빌트인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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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검색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데이터 원본 문서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
는 필드 매핑이 포함됩니다. 필드를 만들 때 필드를 표시 가능, 패싯 가능, 검색 가능 및 정렬 가능으로 설정하
도록Search 개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관련성 향상 기간, 최신성, 중요도, 순위 순서 및 중요도 값
을 설정하도록Relevance 개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드를 만든 후에는 필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mazon Kendra에는 다음과 같은 예약 또는 내장 문서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_authors—문서 내용에 책임이 있는 한 명 이상의 작성자 목록.
• _category—문서를 특정 그룹에 배치하는 범주입니다.
• _created_at—문서를 생성한 날짜와 시간으로, ISO 8601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30:10+01:00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_data_source_id—문서를 포함하는 데이터 원본의 식별자입니다.
• _document_body—문서의 내용.
• _document_id—문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 _document_title—문서의 제목.
• _excerpt_page_number—문서 발췌문이 나타나는 PDF 파일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색인이 2020년 9월 

8일 이전에 생성된 경우 이 속성을 사용하려면 먼저 문서의 색인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 _faq_id—FAQ 질문 및 답변인 경우 해당 질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 _file_type—pdf 또는 doc과 같은 문서의 파일 유형입니다.
• _last_updated_at—문서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날짜와 시간으로, ISO 8601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30:10+01:00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_source_uri—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URI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웹 사이트에 있는 문서의 URI.
• _version—문서의 특정 버전에 대한 식별자입니다.
• _view_count—문서를 본 횟수입니다.
• _language_code(문자열) - 문서에 적용되는 언어의 코드입니다. 언어를 지정하지 않으면 영어가 기본값

으로 사용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
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필드의 경우 예약된 필드 또는 빌트인 필드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UpdateIndex API를 사용
하여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이러한 필드를 만듭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에 적합한 
데이터 유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필드를 만든 후에는 필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필드에 설정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날짜
• 숫자
• 문자열
• 문자열 목록

콘솔이나 UpdateIndex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든 후에
는 예약된 필드와 마찬가지로 이 필드를 문서 속성에 매핑합니다.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에 문서를 추가한 경우 API를 사용하여 속성을 매핑합니다. Amazon S3데이터 소스에서 인덱싱된 문서의 경
우 문서 특성을 설명하는 JSON 구조가 포함된 메타데이터 파일을 사용하여 속성을 매핑합니다. 필드 매핑을 
허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소스로 인덱싱된 문서의 경우 콘솔이나 데이터 소스 구성을 사용하여 속
성을 매핑합니다.

인덱스 검색
색인을 생성한 후 문서 검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덱스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4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in-adding-languages.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UpdateIndex.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BatchPutDocument.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searching.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Documents

Documents
Amazon Kendra여러 유형의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주제
• 문서 유형 (p. 5)
• 문서 속성 또는 필드 (p. 6)

문서 유형
색인에는 여러 문서와 여러 유형의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색인에는 구조화된 텍스트와 구조화되지 않
은 텍스트가 모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화된 텍스트
• FAQ 및 답변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형식 문서는 Space Needle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데 사용됩
니다. 동일한 답을 반환하는 여러 질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버킷에 저장된 CSV (쉼표로 구분
된 값) 파일에 질문과 답변을 지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세트에 JSON 파일을 사용하려는 경우 JSON 파일은 일반 텍스트로 취급되며 일종의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입니다.

예제는 색인에 직접 질문 및 답변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비정형 텍스트
Amazon Kendra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를 지원합니다.

• HTML 파일
• 마이크로소프트 PowerPoint (PPT) 프레젠테이션
•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
• 일반 텍스트 문서
• PDF
• CSV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
•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MS EXCEL) 파일
• XML 파일
• JSON 파일
• 마크다운 문서 (MD) 파일
• 리치 텍스트 형식 (RTF) 파일
• 확장 가능한 스타일시트 언어 변환 (XSLT) 파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색인에 구조화되지 않은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BatchPutDocumentAPI 사용.
•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에서 문서 추가를 참조하세요.
• 이진 데이터로. 자세한 내용은 API를 사용하여 문서 추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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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속성 또는 필드
문서에는 관련 속성 또는 필드가 있습니다. 문서의 필드는 문서의 속성 또는 문서 구조 내에 포함된 항목입니
다. 예를 들어, 각 문서에는 제목, 본문 및 작성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사용자 지정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는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색인에서 세금 문서를 검색
하는 경우 W-2, 1099 등과 같은 세금 문서 유형에 대한 사용자 지정 필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서 문서 필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해당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목 필드를 
필드에 매핑할 수_document_title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드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새 필드를 추가하
려면 필드를 매핑할 인덱스 필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콘솔이나 UpdateIndex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서 필드를 사용하여 응답을 필터링하고 패싯 검색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버전의 문서만 반
환하도록 응답을 필터링하거나 검색어와 일치하는 1099 유형의 세금 문서만 반환하도록 검색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문서 필드를 사용하여 쿼리 응답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 필드의 중요도를 높여 응
답에 반환할 문서를 결정할 때 필드에Amazon Kendra 할당되는 가중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 관련성 조정을 참조하세요.

문서를 색인에 직접 추가하는 경우 문서 입력 매개 변수의 필드를the section called 
“BatchPutDocument” (p. 607) API에 지정합니다. DocumentAttribute (p. 928)객체 배열에서 사용자 지정 
필드 값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문서 필드를 추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원본
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지정 문서 필드 만들기 (p. 107)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원본
데이터 원본은 문서 또는 콘텐츠에Amazon Kendra 연결되고 색인을 생성하는 데이터 리포지토리 또는 위치
입니다. 예를 들어Amazon Kendra SharePoint Microsoft에 연결하여 이 소스에 저장된 문서를 크롤링하고 인
덱싱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크롤링할 URL을 제공하여 웹 페이지를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도 있습
니다.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색인을 자동으로 동기화하여 데이터 원본에서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
제된 문서도 색인에서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이터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프레스코
• Amazon S3버킷
• Amazon RDSAmazon RDSMySQL용, PostgreSQL용Amazon Aurora MySQL,Amazon Aurora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용
• Amazon FSx
• Amazon Kendra웹 크롤러
• Amazon WorkDocs
• Box(상자)
• 컨플루언스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소스
• 드롭박스
• GitHub
• Gmail
• Google 워크스페이스 드라이브
• 지라
•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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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 마이크로소프트 해머
• 경구
• 세일즈 포스
• ServiceNow
• 슬랙
• 젠데스크

에서 지원하는 문서 유형 목록은 문서 유형을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

Note

색인을 만들려면 데이터 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색인에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인덱스에 문서 직접 추가 (p. 98)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문서를 인덱싱하려면

1. 색인을 생성합니다 (p. 96).
2. 데이터 소스 만들기 (p. 119).

Amazon Kendra콘솔 또는AWS CLI를 사용한 안내는 을 참조하십시오시작하기 (p. 79).

쿼리
답변을 얻으려면 사용자는 색인을 쿼리합니다. 사용자는 쿼리에 자연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응답에는 제
목, 텍스트 발췌문, 색인에서 가장 좋은 답변을 제공하는 문서의 위치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Amazon Kendra는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해 사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문서가 쿼리
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색인에 문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최근에 업데이트된 문서에 더 높은 관련성을Amazon Kendra 지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는 필터 기준을 충족하는 문서만Amazon Kendra 반환하도록 응답을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라는 색인 필드를 만든 경우 부서 필드가 법률로 설정된 문서만 반환되
도록 응답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필터링 및 패싯 검색 (p. 426)을 참조하세요.

인덱스에 있는 개별 필드의 관련성을 조정하여 쿼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은 결과에서 필드의 
중요도를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카테고리의 문서의 중요도를 높이면 이 카테고리의 문서가 응답에 포
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 관련성 조정 (p. 451)을 참조하세요.

쿼리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색인 검색 (p. 402).

태그
태그 또는 레이블을 할당하여 색인, 데이터 소스 및 FAQ를 관리하세요. 태그를 사용하여Amazon Kendra 리
소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별, 소유자별 또는 용도별 또는 기타 조합별. 각 
태그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값으로 구성됩니다.

태그를 통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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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리소스를 식별하고 정리합니다. 많은AWS 서비스가 태그 지정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서비
스의 리소스에 동일한 태그를 할당하여 리소스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덱
스와 인덱스를 사용하는Amazon Lex 봇을 동일한 태그로 태깅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을 할당합니다. 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대시보드에서 태그를 활성화합니다. AWS는 태그
를 사용하여 비용을 분류하고 월별 비용 할당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결제 및 비용 관리 
정보의 비용 할당 및 태그 지정을 참조하세요.

•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Amazon Kendra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정책에서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IAM 역할 또는 사용자에
게 연결하여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Kendra 태그를 기반
으로 권한 부여 (p. 547)을 참조하세요.

AWS Management Console,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또는Amazon Kendra API를 사용하
여 태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태그 지정
Amazon Kendra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나중에 추가할 때 리소스를 태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솔을 사용하여 태그를 업데이트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Amazon Kendra API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작업을 사용하여 
리소스의 태그를 관리하세요.

• CreateDataSource (p. 618)—데이터 원본을 생성할 때 태그를 적용합니다.
• CreateFaq (p. 637)—FAQ를 만들 때 태그를 적용하세요.
• CreateIndex (p. 645)—인덱스를 생성할 때 태그를 적용합니다.
• ListTagsForResource (p. 770)—리소스와 연결된 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 TagResource (p. 797)—리소스의 태그를 추가하고 수정합니다.
• UntagResource (p. 799)—리소스에서 태그를 제거합니다.

태그 제한
Amazon Kendra리소스에 대한 태그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태그 수 - 50개
• 최대 키 길이 — 128자
• 최대 값 길이 — 256자
• 키 및 값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 a-z, _.:/= + - @
• 키와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키 접두사로 aws:를 사용하지 마세요. AWS 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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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AWS

Amazon Kendra 설정
Amazon Kendra를 사용하기 전에 Amazon Web Services (AWS)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AWS계정이 있으면 
Amazon Kendra 콘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또는AWS SDK를 통해 Amazon Kendra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Java 및 Python에 대한AWS CLI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제
• 에 가입AWS (p. 9)
• 리전 및 엔드포인트 (p. 9)
• AWS CLI 설정 (p. 9)
• AWSSDK 설정하기 (p. 10)

에 가입AWS
Amazon Web Services (AWS) 에 가입하면 Amazon Kendra를 포함하여 의AWS 모든 서비스에 계정이 자동
으로 등록됩니다. 사용자는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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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에 가입하려면

1. https://aws.amazon.com 을 연 다음 AWS계정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화면의 지침을 따라 계정 생성을 완료합니다. 12자리AWS 계좌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등록 절차 중 

전화를 받고 전화 키패드를 사용하여 PIN을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관리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관련 지침은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IAM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자 및 그룹 생성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리전 및 엔드포인트
끝점은 웹 서비스의 진입점인 URL입니다. 각 엔드포인트는 특정 AWS 리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Amazon 
Kendra 콘솔AWS CLI, 및 Amazon Kendra SDK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캠페인의 모든 Amazon Kendra 
구성 요소 (인덱스, 쿼리 등) 가 동일한 리전에서 생성되어야 하므로 기본 지역에 주의하십시오. Amazon 
Kendra에서 지원하는 지역 및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지역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십시오.

AWS CLI 설정
AWS명령줄 인터페이스 (AWS CLI) 는 Amazon Kendra를 포함하여AWS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개발
자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를 설치하려면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설명서의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설치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
십시오.AWS CLIAWS

2. 를AWS CLI 구성하고 를 호출할 프로필을AWS CLI 설정하려면 AWS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설명서의
AWS CLI 구성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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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WS CLI 프로파일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configure --profile default

프로파일이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다음과 유사한 출력이 표시됩니다.

AWS Access Key ID [****************52FQ]:  
AWS Secret Access Key [****************xgyZ]:  
Default region name [us-west-2]:  
Default output format [json]: 

4. 가 Amazon Kendra와 함께 사용하도록AWS CLI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aws kendra help

AWS CLI가 올바르게 구성된 경우 Amazon Kendra, Amazon Kendra 런타임 및 Amazon Kendra 이벤트
에 지원되는AWS CLI 명령 목록이 표시됩니다.

AWSSDK 설정하기
사용할 AWS SDK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이 안내서는 Python의 예제를 제공합니다. 그 밖의 AWS 
SDK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Web Services용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파이썬 SDK용 패키지는 Boto3라고 합니다.

아래 Python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운영 체제에 맞는 Python 3.6 이상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
다. Python 3.5 및 이전 버전에 대한 Support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Python Scripts 디렉터리에 pip가 포
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get-pip.py 를 다운로드하여 스크립트 디렉터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Path 또는 환경 변수로 Python 디렉터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Install the latest Boto3 release via pip
pip install boto3

# You can install a specific version of Boto3 for compatibility reasons
# Install Boto3 version 1.0 specifically
pip install boto3==1.0.0

# Make sure Boto3 is no older than version 1.15.0
pip install boto3>=1.15.0

# Avoid versions of Boto3 newer than version 1.15.3
pip install boto3<=1.15.3

Boto3를 사용하려면 IAM 콘솔을 사용하여AWS 계정에 대한 인증 자격 증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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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인덱스의 역할

IAM에 대한 액세스 역할Amazon 
Kendra

색인, 데이터 원본 또는 FAQ를 만들 때는 리소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Amazon KendraAmazon Kendra Amazon Kendra리소스를 만들기 전에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을 호출할 때, 정책과 함께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
름 (ARN) 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BatchPutDocumentAPI를 호출하여 버킷에서 문서를 추가하는 경우
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진 역할을 제공해야Amazon Kendra 합니다.

Amazon Kendra콘솔에서 새IAM 역할을 만들거나 사용할IAM 기존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는 역
할 이름에 “kendra” 또는 “Kendra”라는 문자열이 있는 역할이 표시됩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필수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콘솔을 사용하여IAM 역할을 생
성하면 이러한 정책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주제
• IAM인덱스의 역할 (p. 11)
• IAM BatchPutDocumentAPI의 역할 (p. 13)
• IAM데이터 원본의 역할 (p. 15)
• IAMFAQ (FAQ) 에 대한 역할 (p. 58)
• IAM쿼리 제안을 위한 역할 (p. 60)
• IAM사용자 및 그룹의 주요 매핑을 위한 역할 (p. 61)
•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의 IAM 역할 (p. 62)
• IAMAmazon Kendra경험을 위한 역할 (p. 63)
• IAM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을 위한 역할 (p. 65)

IAM인덱스의 역할
인덱스를 만들 때는 쓰기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해야Amazon CloudWatch 합니다. 또한 가 역할을
Amazon Kendra 수임하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정책도 제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책은 다음
과 같습니다.

IAM인덱스의 역할
CloudWatch로그Amazon Kendra 액세스를 허용하는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cloudwatch:PutMetricData",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cloudwatch:namespace": "AWS/Kendr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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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Action": "logs:DescribeLogGroups",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logs:CreateLogGroup", 
            "Resource": "arn:aws:logs:region:account ID:log-group:/aws/kendra/*" 
        }, 
        { 
            "Effect": "Allow", 
            "Action": [ 
                "logs:DescribeLogStreams", 
                "logs:CreateLogStream", 
                "logs:PutLogEvents" 
            ], 
            "Resource": "arn:aws:logs:region:account ID:log-group:/aws/kendra/*:log-
stream:*" 
        } 
    ]
}

액세스를Amazon Kendra 허용하기 위한 역할AWS Secrets Manager 정책입니다. 사용자 컨텍스트를 키 위
치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Secrets Manager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cloudwatch:PutMetricData", 
         "Resource":"*", 
         "Condition":{ 
            "StringEquals":{ 
               "cloudwatch:namespace":"AWS/Kendra" 
            } 
         } 
      }, 
      { 
         "Effect":"Allow", 
         "Action":"logs:DescribeLogGroups", 
         "Resource":"*" 
      }, 
      { 
         "Effect":"Allow", 
         "Action":"logs:CreateLogGroup", 
         "Resource":"arn:aws:logs:region:account ID:log-group:/aws/kendra/*" 
      }, 
      { 
         "Effect":"Allow", 
         "Action":[ 
            "logs:DescribeLogStreams", 
            "logs:CreateLogStream", 
            "logs:PutLogEvents" 
         ], 
         "Resource":"arn:aws:logs:region:account ID:log-group:/aws/kendra/*:log-stream:*" 
      }, 
      { 
         "Effect":"Allow",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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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_id" 
         ] 
      }, 
      { 
         "Effect":"Allow", 
         "Action":[ 
            "kms:Decrypt" 
         ], 
         "Resource":[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_id" 
         ], 
         "Condition":{ 
            "StringLike":{ 
               "kms:ViaService":[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 BatchPutDocumentAPI의 역할
Warning

Amazon KendraAmazon Kendra보안 주체에 S3 버킷과 상호 작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버킷 정책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IAM 역할을 사용합니다. 실수로 임의의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데
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구성원을 버킷 정책에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Amazon 
Kendra 포함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러 계정에서 버킷을 사용하도록Amazon S3 버킷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Amazon S3 간 사용 정책을 참조하세요. S3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역할을 참조하십시오.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여 버킷의 문서를 인덱싱할 때는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Amazon 
Kendra 있는IAM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 역할을Amazon Kendra 수임하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정
책도 제공해야 합니다. 버킷의 문서가 암호화된 경우AWS KMS 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IAM BatchPutDocument API의 역할
Amazon S3버킷 액세스를 허용하는Amazon Kendra 데 필요한 역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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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신뢰 정책에aws:sourceAccount 및aws:sourceArn 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
이aws:sourceAccountaws:sourceArn 제한되고 해당sts:AssumeRole 작업에 대한IAM 역할 정
책에 제공된 것과 같은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되지 않은 엔티티가 사용자의
IAM 역할과 권한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혼동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대리자 문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혼동된 대리자 문제 를 참조하세요.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account ID" 
                }, 
                "StringLike": { 
                    "aws:SourceArn": "arn:aws:kendra:region:accountId:index/*" 
                } 
            } 
        } 
    ]
}

CMK (AWS KMS고객 마스터 키)Amazon Kendra 를 사용하여Amazon S3 버킷의 문서를 해독하도록 허용하
는 선택적 역할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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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
}

IAM데이터 원본의 역할
CreateDataSourceAPI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Amazon Kendra 부여해야 합니다. 필수 권한은 데이터 원본에 따라 다릅니다.

IAM야외 데이터 소스의 역할
Alfresco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AWS Secrets Manager비밀에 액세스하여 Alfresco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
• Alfresco 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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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Amazon S3데이터 원본의 역할
Warning

Amazon KendraAmazon Kendra보안 주체에 S3 버킷과 상호 작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버킷 정책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IAM 역할을 사용합니다. 실수로 임의의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데
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구성원을 버킷 정책에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Amazon 
Kendra 포함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러 계정에서 버킷을 사용하도록Amazon S3 버킷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Amazon S3여러 계정에서 사용할 정책 (p. 22) 섹션을 참조하
세요.

버킷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경우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하고BatchPutDocument
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Amazon S3버킷의 문서가 
암호화된 경우AWS KMS 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
다.

Amazon S3버킷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할 수Amazon Kendra 있도록 허용하는 필수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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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s3:::bucket name/*" 
            ], 
            "Effect": "Allow" 
        }, 
        {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bucket 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
}

CMK (AWS KMS고객 마스터 키)Amazon Kendra 를 사용하여Amazon S3 버킷의 문서를 해독하도록 허용하
는 선택적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
}

를 사용하는 동안 또는AWS KMS 권한을AWS KMS 활성화하거나 공유하지 않고Amazon S3 버킷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Amazon Kendra 선택적 역할 정책입니다.Amazon VPC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Action": [ 
        "s3:ListBu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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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 
      "Resource": [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arn:aws:ec2:{{region}}:{{account_id}}:security-group/[[security_group]]"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Like": { 
                "aws:RequestTag/AWS_KENDRA": 
 "kendra_{{account_id}}_{{index_id}}_{datasource_id}}_*" 
            }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Tags"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Equals": { 
                "ec2:CreateAction": "CreateNetworkInterface" 
            } 
        }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Subnets"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Equals": { 
          "ec2:AuthorizedService": "kendra.amazonaws.com" 
        }, 
        "ArnEquals": { 
          "ec2:Sub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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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kendra.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를 사용하고AWS KMS 권한이 활성화된 상태에서Amazon Kendra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선택적 역할 정책입니다.Amazon VPC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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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3.*.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 
      "Resource": [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arn:aws:ec2:{{region}}:{{account_id}}:security-group/[[security_group]]"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Like": { 
                "aws:RequestTag/AWS_KENDRA": 
 "kendra_{{account_id}}_{{index_id}}_{datasource_id}}_*" 
            }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Tags"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Equals": { 
                "ec2:CreateAction": "CreateNetworkInterface" 
            } 
        }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Subnets"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Resou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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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Equals": { 
          "ec2:AuthorizedService": "kendra.amazonaws.com" 
        }, 
        "ArnEquals": { 
          "ec2:Subnet": [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kendra.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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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sts:AssumeRole" 
      } 
   ]
}

Amazon S3여러 계정에서 사용할 정책

Amazon S3버킷이Amazon Kendra 인덱스에 사용하는 계정과 다른 계정에 있는 경우 정책을 생성하여 여러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버킷이Amazon Kendra 인덱스와 다른 계정에 있을 때 버킷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역
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_IN_OTHER_ACCOUNT/*" 
            ], 
            "Effect": "Allow" 
        }, 
        {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BUCKET_IN_OTHER_ACCOUNT/*"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 
                "arn:aws:kendra:$KENDRA_REGION:$KENDRA_ACCOUNT_ID:index/$KENDRA_INDEX_ID" 
            ]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s3:PutObjectAcl" 
            ], 
            "Resource": "arn:aws:s3:::$BUCKET_IN_OTHER_ACCOUNT/*" 
        } 
    ]
}

Amazon S3데이터 소스 역할이 여러 계정에서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Amazon S3 버킷 정책입니
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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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KENDRA_S3_CONNECTOR_ROLE_ARN"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s3:PutObjectAcl" 
            ], 
            "Resource": [ 
                "arn:aws:s3:::$BUCKET_IN_OTHER_ACCOUNT/*" 
            ]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KENDRA_S3_CONNECTOR_ROLE_ARN" 
            }, 
            "Action": "s3:ListBucket", 
            "Resource": "arn:aws:s3:::$BUCKET_IN_OTHER_ACCOUNT"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의 역할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
공해야Amazon Kendra 합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의 사용자 이름 및AWS Secrets Manager 암호가 포함된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
한입니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Amazon RDS/Aurora (p. 246).

• AWS KMS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를 해독할Secrets 
Manager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
니다.

•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SSL 인증서가 포함된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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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 name/*" 
            ] 
        } 
    ]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적 정책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SSL 인증서가 포함된Amazon S3 버킷을 암호화한 경우 키에Amazon 
Kendra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공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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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C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리소스에Amazon Kendra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공하십시오. 필
수Virtual Private Cloud (VPC)IAM 역할 (p. 57) 정책은 를 참조하십시오.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Amazon FSx데이터 원본의 역할
를 사용하면Amazon FSx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귀하의AWS 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하여 귀하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Amazon FSx.
• 사용자가Amazon FSx 거주하는 곳의 액세스 권한Amazon Virtual Private Cloud (VPC)
• Amazon FSxWindows 파일 시스템의 Active Directory의 도메인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입니다.
• Amazon FSx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API를 호출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니

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region}}.amazonaws.co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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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Allow", 
          "Action":[ 
            "ec2:CreateNetworkInterface", 
            "ec2:DeleteNetworkInterface" 
          ], 
          "Resource": [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Subnets",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Equals": { 
              "ec2:AuthorizedService": "kendra.*.amazonaws.com" 
            }, 
            "ArnEquals": { 
              "ec2:Subnet": [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 
            } 
          } 
        }, 
        { 
          "Sid": "AllowsKendraToGetDomainNameOfActiveDirectory", 
          "Effect": "Allow", 
          "Action": "ds:DescribeDirectories", 
          "Resource": "*" 
        }, 
        { 
          "Sid": "AllowsKendraToCallRequiredFsxAPIs", 
          "Effect": "Allow", 
          "Action": [ 
              "fsx:DescribeFileSystems" 
          ], 
          "Resource": "*" 
        }, 
        { 
          "Sid": "iamPassRole", 
          "Effect": "Allow", 
          "Action": "iam:PassRole",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PassedTo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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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웹 크롤러 데이터 원본의 역할
Amazon KendraWeb Crawler를 사용할 때는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기본 인증이AWS Secrets Manager 지원되는 웹 사이트 또는 웹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암호에 액세스할 권한입니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크롤러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세요.

• AWS KMS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를 해독할Secrets 
Manager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
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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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Amazon WorkDocs데이터 원본의 역할
를 사용하면Amazon WorkDocs 다음 정책이 포함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 Amazon WorkDocs사이트 리포지토리에 해당하는 디렉터리 ID (조직 ID) 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Amazon WorkDocs사이트 디렉터리가 포함된 Active Directory의 도메인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입니

다.
• Amazon WorkDocs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API를 호출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니

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sKendraToGetDomainNameOfActiveDirectory", 
      "Effect": "Allow", 
      "Action": "ds:DescribeDirectories", 
      "Resource": "*" 
    }, 
    { 
      "Sid": "AllowsKendraToCallRequiredWorkDocsAPIs", 
      "Effect": "Allow", 
      "Action": [ 
        "workdocs:GetDocumentPath", 
        "workdocs:GetGroup", 
        "workdocs:GetDocument", 
        "workdocs:DownloadDocument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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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docs:DescribeUsers", 
        "workdocs:DescribeFolderContents", 
        "workdocs:DescribeActivities", 
        "workdocs:DescribeComments", 
        "workdocs:GetFolder", 
        "workdocs:DescribeResourcePermissions", 
        "workdocs:GetFolderPath", 
        "workdocs:DescribeInstances" 
      ], 
      "Resource": "*" 
    }, 
    { 
      "Sid": "iamPassRole", 
      "Effect": "Allow", 
      "Action": "iam:PassRole",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PassedTo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 
    }, 
    { 
      "Sid": "AllowsKendraToCallBatchPutDeleteAPIs",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Id}"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Box 데이터 소스의 역할
Box를 사용할 때는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Slack을 인증하기 위해AWS 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 Box 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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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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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컨플루언스 데이터 소스의 역할
IAM컨플루언스 커넥터 v1.0의 역할

Confluence 서버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책이 포함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 Confluence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이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
한입니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Confluence (p. 266).

• AWS KMS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를 해독할Secrets 
Manager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
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VPC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리소스에Amazon Kendra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공하십시오. 필
수Virtual Private Cloud (VPC)IAM 역할 (p. 57) 정책은 를 참조하십시오.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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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컨플루언스 커넥터 v2.0의 역할

Confluence 커넥터 v2.0 데이터 소스의 경우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Confluence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암호
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Confluence (p. 266).

• AWS KMS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를 해독할AWS Secrets 
Manager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
니다.

또한 가 역할을Amazon Kendra 수임하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정책도 첨부해야 합니다.

Confluence에Amazon Kendra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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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

VPC 구성을 사용하여 Confluence에Amazon Kendra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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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 
      "Resource": [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arn:aws:ec2:region:account_id:security-group/security_group"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Like": { 
          "aws:RequestTag/AWS_KENDRA": "kendra_account_id_index_id_*" 
        }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Tags"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Equals": { 
          "ec2:CreateAction": "CreateNetworkInterface" 
        }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Like": { 
          "aws:ResourceTag/AWS_KENDRA": "kendra_account_id_index_id_*" 
        } 
      }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ec2:DescribeAvailabilityZones", 
        "ec2:DescribeNetworkInterfaceAttribute", 
        "ec2:DescribeVpcs", 
        "ec2:DescribeRegions", 
        "ec2:DescribeNetworkInterfacePermissions", 
        "ec2:DescribeSubnets" 
      ], 
      "Resource":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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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Dropbox 데이터 소스의 역할
Dropbox를 사용할 때는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AWS Secrets Manager암호에 액세스하여 Dropbox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
• Dropbox 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StringLike":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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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 GitHub 데이터 원본의 역할
를 사용하면 GitHub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귀하의AWS 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하여 귀하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 GitHub.
• GitHub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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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Gmail 데이터 소스의 역할
Gmail을 사용할 때는 다음 정책이 포함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 AWS Secrets Manager비밀번호에 액세스하여 Gmail을 인증할 수 있는 권한
• Gmail 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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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StringLike":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의 역할
Google Workspace Drive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
공해야Amazon Kendra 합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 Google Drive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언트 계정 이메일, 관리자 계정 이메일, 비공개 키가 포
함된AWS Secrets Manager 암호를 가져오고 해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섹션을 참조하세요Google Drive (p. 295).

• BatchPutDocument및 BatchDeleteDocumentAP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음IAM 정책은 필수 권한을 제공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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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Jira 데이터 소스의 역할
Jira를 사용할 때는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AWS Secrets Manager비밀에 액세스하여 Jira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
• Jira 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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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데이터 소스의 역할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
야Amazon Kendra 합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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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Exchange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ID 및 암호 키가 포함된 암호를 가져오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AWS Secrets Manager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
하세요Microsoft Yammer (p. 340).

• BatchPutDocument및 BatchDeleteDocumentAP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음IAM 정책은 필수 권한을 제공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인덱싱할 사용자 목록을Amazon S3 버킷에 저장하는 경우 S3GetObject 작업을 사용할 권한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IAM 정책은 필수 권한을 제공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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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s]]"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s3.*.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데이터 소스의 역할
Microsoft OneDrive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Amazon Kendra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 OneDrive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ID와AWS Secrets Manager 비밀 키가 포함된 암호
를 가져오고 해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마이크로소
프트 OneDrive (p. 311).

• BatchPutDocument및 BatchDeleteDocumentAP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음IAM 정책은 필수 권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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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인덱싱할 사용자 목록을Amazon S3 버킷에 저장하는 경우 S3GetObject 작업을 사용할 권한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IAM 정책은 필수 권한을 제공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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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s]]"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s3.*.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데이터 소스의 역할
IAM SharePoint 커넥터 v1.0에 대한 역할

Microsoft SharePoint 커넥터 v1.0 데이터 원본의 경우 다음 정책이 포함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 SharePoint 사이트의 사용자 이름 및AWS Secrets Manager 암호가 포함된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p. 319).

• AWS KMS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를 해독할AWS Secrets 
Manager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
니다.

• SharePoint 사이트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SSL 인증서가 포함된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
한입니다.

또한 가 역할을Amazon Kendra 수임하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정책도 첨부해야 합니다.

{ 

44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IAM데이터 원본의 역할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 name/*" 
            ] 
        } 
    ]
}

SharePoint 사이트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SSL 인증서가 포함된Amazon S3 버킷을 암호화한 경우 키에
Amazon Kendra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공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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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 SharePoint 커넥터 v2.0의 역할

Microsoft SharePoint 커넥터 v2.0 데이터 원본의 경우 다음 정책이 포함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 SharePoint 사이트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입니
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p. 319).

• AWS KMS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를 해독할AWS Secrets 
Manager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
니다.

• SharePoint 사이트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SSL 인증서가 포함된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
한입니다.

또한 가 역할을Amazon Kendra 수임하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정책도 첨부해야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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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input_key_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 
      "Resource": [ 
        "arn:aws:ec2:region:account_id:subnet/subnet_ids", 
        "arn:aws:ec2:region:account_id:security-group/security_group"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Like": { 
          "aws:RequestTag/AWS_KENDRA": "kendra_account_id_index_id_*" 
        } 
      }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Tags"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Equals": { 
          "ec2:CreateAction": "CreateNetworkInterfa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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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Resource": "arn:aws:ec2:region:account_id:network-interface/*", 
      "Condition": { 
        "StringLike": { 
          "aws:ResourceTag/AWS_KENDRA": "kendra_account_id_index_id_*" 
        } 
      }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ec2:DescribeAvailabilityZones", 
        "ec2:DescribeNetworkInterfaceAttribute", 
        "ec2:DescribeVpcs", 
        "ec2:DescribeRegions", 
        "ec2:DescribeNetworkInterfacePermissions", 
        "ec2:DescribeSubnets" 
      ], 
      "Resource": "*" 
    } 
  ]
}

SharePoint 사이트와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SSL 인증서가 포함된Amazon S3 버킷을 암호화한 경우 키에
Amazon Kendra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공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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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데이터 소스의 역할
Microsoft Teams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Amazon Kendra 합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 Microsoft Teams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AWS Secrets Manager 암호가 포
함된 암호를 가져오고 해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
요Microsoft 팀즈 (p. 335).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다음IAM 정책은 필수 권한을 제공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clie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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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AM마이크로소프트 야머 데이터 소스의 역할
Microsoft Yammer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역할을Amazon 
Kendra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이 포함됩니다.

• Microsoft Yammer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 ID 및 암호 키가 포함된 암호를 가져오고 
해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AWS Secrets Manager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
요Microsoft Yammer (p. 340).

• BatchPutDocument및 BatchDeleteDocumentAPI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다음IAM 정책은 필수 권한을 제공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인덱싱할 사용자 목록을Amazon S3 버킷에 저장하는 경우 S3GetObject 작업을 사용할 권한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IAM 정책은 필수 권한을 제공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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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s]]"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s3.*.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Quip 데이터 소스의 역할
Quip을 사용할 때는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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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p을 인증하기 위해AWS 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 Quip 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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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Salesforce 데이터 소스의 역할
Salesforce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책이 포함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 Salesforce 사이트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AWS Secrets 
Manager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Salesforce (p. 347).

• AWS KMS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를 해독할Secrets 
Manager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
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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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 ServiceNow 데이터 원본의 역할
를 데이터 ServiceNow 원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책이 포함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 ServiceNow 사이트의 사용자 이름 및Secrets Manager 암호가 포함된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입니
다. 암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ServiceNow (p. 356).

• AWS KMS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에 저장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암호를 해독할Secrets 
Manager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및BatchDeleteDocument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입
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index 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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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Slack 데이터 소스의 역할
Slack을 사용할 때는 다음 정책과 함께 역할을 제공합니다.

• Slack을 인증하기 위해AWS 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 Slack 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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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Zendesk 데이터 소스의 역할
Zendesk를 사용할 때는 다음 정책이 포함된 역할을 제공합니다.

• Zendesk Suite를 인증하기 위해AWS Secrets Manager 비밀번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 Zendesk 커넥터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BatchPutDocument,,BatchDeleteDocumentPutPrincipalMappingDeletePrincipalMappingDescribePrincipalMapping, 

및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_id}}:secret:[[secret_id]]"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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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Like": { 
        "kms:ViaService": [ 
          "secretsmanager.*.amazonaws.com" 
        ] 
      } 
    }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PutPrincipalMapping", 
        "kendra:DeletePrincipalMapping", 
        "kendra: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kendra:DescribePrincipalMapping"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data-source/*"]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_id}}"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Virtual Private Cloud (VPC)IAM 역할
Virtual Private Private Cloud (Virtual Private Cloud) 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경우 다음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ec2:DeleteNetworkInterface" 
      ],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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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Permission"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ec2:AuthorizedService": "kendra.*.amazonaws.com" 
        }, 
        "ArnEquals": { 
          "ec2:Subnet": [ 
            "arn:aws:ec2:region:account ID:subnet/subnet IDs" 
          ] 
        } 
      }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Subnets" 
      ], 
      "Resource": "*" 
    }, 
    { 
      "Sid": "iamPassRole", 
      "Effect": "Allow", 
      "Action": "iam:PassRole",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PassedTo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FAQ (FAQ) 에 대한 역할
CreateFaqAPI를 사용하여 질문과 답변을 인덱스로 로드할 때는 소스 파일이 포함된Amazon S3 버킷에 액
세스할 수 있는IAM 역할을 제공해야Amazon Kendra 합니다. 소스 파일이 암호화된 경우 파일의 암호 해독에
AWS KMS 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할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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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역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Amazon S3버킷 액세스를 허용하는Amazon Kendra 데 필요한 역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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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K (AWS KMS고객 마스터 키)Amazon Kendra 를 사용하여Amazon S3 버킷의 파일을 해독하도록 허용하
는 선택적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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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쿼리 제안을 위한 역할
파일을 쿼리 제안 차단 목록으로 사용하는 경우Amazon S3Amazon S3 파일 및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Amazon S3버킷의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 (Amazon S3파일) 이 암호화
된 경우AWS KMS 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IAM쿼리 제안을 위한 역할
Amazon S3파일을 쿼리 제안 차단Amazon Kendra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필수 역할 정책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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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K (AWS KMS고객 마스터 키)Amazon Kendra 를 사용하여Amazon S3 버킷의 문서를 해독하도록 허용하
는 선택적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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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사용자 및 그룹의 주요 매핑을 위한 역할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그룹에 매핑하여 사용자 컨텍스트별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
려면 그룹에 속한 사용자 또는 하위 그룹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목록에 그룹의 사용자 또는 하위 그룹이 
1000명 이상인 경우 목록의Amazon S3 파일 및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Amazon S3버킷에 있는 목록의 텍스트Amazon S3 파일 (파일) 이 암호화된 경우 CMK (AWS KMS고
객 마스터 키) 를 사용하여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IAM주요 매핑을 위한 역할
Amazon S3파일을 그룹에 속한 사용자 및 하위 그룹 목록으로 사용할 수Amazon Kendra 있도록 허용하는 
필수 역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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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K (AWS KMS고객 마스터 키)Amazon Kendra 를 사용하여Amazon S3 버킷의 문서를 해독하도록 허용하
는 선택적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 ID:key/key ID"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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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정책에aws:sourceAccount 및aws:sourceArn 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
이aws:sourceAccountaws:sourceArn 제한되고 해당sts:AssumeRole 작업에 대한IAM 역할 정
책에 제공된 것과 같은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되지 않은 엔티티가 사용자의
IAM 역할과 권한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혼동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대리자 문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혼동된 대리자 문제 를 참조하세요.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account ID" 
                }, 
                "StringLike": { 
                    "aws:SourceArn": "arn:aws:kendra:region:accountId:index/*"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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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객체를 사용하여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D 소스에서 그룹 및 사용자의 액세스 수준을 가져올 때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IAM Identity Center 합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의 
IAM 역할
액세스를 허용하는Amazon Kendra 데 필요한 역할IAM Identity Center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so-directory:SearchUsers", 
                "sso-directory:ListGroupsForUser", 
                "sso-directory:DescribeGroups", 
                "sso:ListDirectoryAssociations" 
            ], 
            "Resourc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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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 "iamPassRole", 
          "Effect": "Allow", 
          "Action": "iam:PassRole",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PassedTo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IAMAmazon Kendra경험을 위한 역할
CreateExperience또는 UpdateExperienceAPI를 사용하여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는 필요한 작업 및 IAM Identity Center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IAMAmazon Kendra검색 경험을 위한 역할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Query 운영,QuerySuggestionsSubmitFeedback 운영, IAM Identity 
Center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Amazon Kendra 데 필요한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sKendraSearchAppToCallKendraApi", 
      "Effect": "Allow", 
      "Action": [ 
        "kendra:GetQuerySuggestions", 
        "kendra:Query", 
        "kendra:DescribeIndex", 
        "kendra:ListFaqs", 
        "kendra:DescribeDataSource", 
        "kendra:ListDataSources", 
        "kendra:DescribeFaq", 
        "kendra:SubmitFeedback"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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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id": "AllowKendraSearchAppToDescribeDataSourcesAndFaq", 
      "Effect": "Allow", 
      "Action": [ 
        "kendra:DescribeDataSource", 
        "kendra:DescribeFaq" 
      ], 
      "Resource": [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Id}}/data-source/
{{DataSourceId}}", 
        "arn:aws:kendra:{{region}}:{{account_id}}:index/{{IndexId}}/faq/{{FaqId}}" 
      ] 
    }, 
    { 
      "Sid": "AllowKendraSearchAppToCallSSODescribeUsersAndGroups", 
      "Effect": "Allow", 
      "Action": [ 
        "sso-directory:ListGroupsForUser", 
        "sso-directory:SearchGroups", 
        "sso-directory:SearchUsers", 
        "sso-directory:DescribeUser", 
        "sso-directory:DescribeGroup", 
        "sso-directory:DescribeGroups", 
        "sso-directory:DescribeUsers" 
      ], 
      "Resource": [ 
        "*" 
      ], 
      "Condition": { 
        "StringLike": { 
          "kms:Via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 
    }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
}

신뢰 정책에aws:sourceAccount 및aws:sourceArn 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
이aws:sourceAccountaws:sourceArn 제한되고 해당sts:AssumeRole 작업에 대한IAM 역할 정
책에 제공된 것과 같은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되지 않은 엔티티가 사용자의
IAM 역할과 권한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혼동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대리자 문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혼동된 대리자 문제 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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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account ID" 
                }, 
                "StringLike": { 
                    "aws:SourceArn": "arn:aws:kendra:region:accountId:index/*" 
                } 
            } 
        } 
    ]
}

IAM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을 위한 역할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객체를 사용하여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의 고급 변경을 적
용할 때는 실행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및/또는 실행에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
야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합니다. 처리 프로세스 중에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의 고급 
변경을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적용하거나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적용
하도록 Lambda 함수를 구성합니다. Amazon S3버킷에 대해 서버측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AWS KMS 고객 
마스터 키 (CMK) 를 사용하여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객체를 암호화하고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야 합니다.

IAM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을 위한 역할
실행을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허용하고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Amazon 
S3 버킷을 암호화하는Amazon Kendra 데 필요한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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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 
      "arn:aws:kms:{{region}}:{{account_id}}:key/{{key_id}}" 
    ]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 
    "Resource": "arn:aws:lambda:{{region}}:{{account_id}}:function:{{lambda_function}}" 
  }]
}

Amazon S3버킷을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암호화하지 않고 실행
할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수Amazon Kendra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적 역할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Action": [ 
      "s3:GetObject",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input_bucket_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Action": [ 
      "lambda:InvokeFunction" 
    ], 
    "Resource": "arn:aws:lambda:{{region}}:{{account_id}}:function:{{lambda_function}}" 
  }]
}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Amazon Kendra 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Service":"kendra.amazonaws.com" 
         }, 
         "Action":"sts:AssumeR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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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뢰 정책에aws:sourceAccount 및aws:sourceArn 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
이aws:sourceAccountaws:sourceArn 제한되고 해당sts:AssumeRole 작업에 대한IAM 역할 정
책에 제공된 것과 같은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인되지 않은 엔티티가 사용자의
IAM 역할과 권한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혼동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대리자 문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혼동된 대리자 문제 를 참조하세요.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kendra.*.amazonaws.com" 
                ]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account ID" 
                }, 
                "StringLike": { 
                    "aws:SourceArn": "arn:aws:kendra:region:accountId:index/*"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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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배포
웹 사이트에Amazon Kendra 검색을 배포할 때가 되면 React와 함께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시작
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제공합니다. 소스 코드는 수정된 MIT 라이선스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대로 사
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React 앱은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제입니다. 프로덕
션 준비가 된 앱이 아닙니다.

코드 없이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액세스 제어를 통해 검색 페이지의 엔드포인트 URL을 생성하려면
Amazon KendraExperience Builder를 참조하십시오.

Reac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 https://kendrasamples.s3.amazonaws.com/kendrasamples-react-app .zip —샘플 데이터와 검색 페이지를 
제공하는 예제 React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https://kendrasamples.s3.amazonaws.com/kendrasamples.zip —기존 React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예제는Amazon Kendra 콘솔의 검색 페이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검색 및 검색 결과 표시 기능은 동일합니
다. 전체 예제를 사용하거나 기능 중 하나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에서 검색 페이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보려면 오른쪽 메뉴에서 코드 아이콘 (</>) 을 
선택합니다. 각 섹션 위에 포인터를 놓으면 구성 요소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구성 요소 소스의 URL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
• 개요 (p. 68)
• 사전 조건 (p. 69)
• 예제 설정 (p. 69)
• 기본 검색 페이지 (p. 69)
• 구성 요소를 검색합니다. (p. 69)
• 결과 구성 요소를 참조하세요. (p. 70)
• 패싯 구성 요소를 참조하세요. (p. 70)
• 페이지네이션 구성 요소 (p. 70)
• 코드 없이 검색 경험 구축하기 (p. 70)

개요
기존 React 애플리케이션에 예제 코드를 추가하여 검색을 활성화합니다. 검색 파일 및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본 검색 페이지 -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된 기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Amazon Kendra 
API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 검색 표시줄 -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함수를 호출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 결과 - 결과를 표시하는 컴포넌트입니다Amazon Kendra. 제안된 답변, FAQ 결과 및 권장 문서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 패싯 - 검색 결과에 패싯을 표시하고 검색을 제한할 패싯을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 페이지네이션 - 응답을 페이지화하는 구성 요소입니다Amazon Ke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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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시작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기존 React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예제 애플리케이션.
• 올바른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개발 환경입니다.
• Node.js 및 npm이 설치되었습니다.
• SDK for Java또는AWS SDK for JavaScript.

필수 라이브러리 및AWS SDK에 대한 정보는 zip 파일의 Readme 파일에 있습니다.

예제 설정
React 애플리케이션에Amazon Kendra 검색을 추가하는 전체 절차는 예제 zip 파일에 포함된 Readme에 있
습니다.

kendra-samples-react-app.zip 사용을 시작하려면

Warning

React 앱은 아직 프로덕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Amazon Kendra검색용 앱을 배포하는 예제입
니다.

1. Node.js 및 npm 다운로드 및 설치를사전 조건 (p. 69) 포함하여 작업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kendra-samples-react-app.zip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푸세요.
3. 터미널을 열고 로 이동합니다aws-kendra-sample-app/src/services/. 자격 증명을local-

dev-credentials-template.json 열고 제공하십시오. 이 파일을 공용 저장소에 추가하지 마세요.
4. aws-kendra-sample-app/src가서 종속 항목을 설치하십시오. npm install를 실행합니다.
5. 로컬 서버에서 앱의 데모 버전을 실행합니다. npm start를 실행합니다. 키보드로 입력하여 로컬 서버

를 중지할 수Cmd/Ctrl + C 있습니다.
6. 호스트package.json 및 포트:로 이동하여 업데이트하여 포트 또는 호스트 (예: IP 주소) 를 변경할 

수"start": "HOST=[host] PORT=[port] react-scripts start" 있습니다. 윈도우를 사용하
는 경우:"start": "set HOST=[host] && set PORT=[port] && react-scripts start".

7. 등록된 웹사이트 도메인이 있는 경우 앱 이름package.json 뒤에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homepage": "https://mywebsite.com". npm install다시 실행하여 새 종속성을 업데이트한 
다음 실행해야npm start 합니다.

8. 앱을 빌드하려면 를 실행합니다npm build. 빌드 디렉터리의 콘텐츠를 호스팅 공급자에 업로드합니다.

기본 검색 페이지
기본 검색 페이지에는 모든 예제 검색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력을 위한 검색 표시줄 구
성 요소, Query API의 응답을 표시하는 결과 구성 요소, 응답을 페이징하기 위한 페이지 지정 구성 요소가 포
함됩니다.

구성 요소를 검색합니다.
검색 구성 요소는 쿼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를 제공합니다. 이 함수는 기본onSearch 함수
를 호출하여Amazon Kendra Query API를Search.tsx 호출하는 후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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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성 요소를 참조하세요.
결과 구성요소는Query API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세 개의 개별 영역에 표시됩니다.

• 제안된 답변 -Query API에서 가장 많이 반환된 결과입니다. 제안된 답변은 최대 3개까지 포함됩니다. 응
답에는 결과 유형이ANSWER 있습니다.

• FAQ 답변 - 응답에서 반환되는 자주 묻는 질문 결과입니다. FAQ는 색인에 별도로 추가됩니다. 응답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QUESTION_ANSWER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 및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 권장 문서 - 응답에Amazon Kendra 반환되는 추가 문서입니다. QueryAPI의 응답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
이DOCUMENT 있습니다.

결과 구성 요소는 강조 표시, 제목, 링크 등과 같은 기능에 대한 구성 요소 세트를 공유합니다. 결과 구성 요소
가 작동하려면 공유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패싯 구성 요소를 참조하세요.
facets 컴포넌트는 검색 결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싯을 나열합니다. 각 패싯은 작성자와 같은 특정 측정기
준에 따라 응답을 분류합니다.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특정 패싯으로 검색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면을 선택하면 해당 면과 일치하는 문서로 검색을 제한하는 속성 필터가 컴포넌트가Query 호출됩니다.

페이지네이션 구성 요소
페이지네이션 구성 요소를 사용하면Query API의 검색 결과를 여러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PageSize및PageNumber 파라미터와 함께Query API를 호출하여 특정 결과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코드 없이 검색 경험 구축하기
프런트 엔드 코드 없이Amazon Kendra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Experience Builder를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기능을 갖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및 배포하
여 즉시 검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를 맞춤 디자인하고 검색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경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검색 페이지의 고유한 완전 호스팅 엔드포인트 URL을 생성하여 
문서 및 FAQ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 경험의 개념 증명을 신속하게 작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
니다.

빌더에서 제공되는 검색 경험 템플릿을 사용하여 검색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검색 환
경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거나 조정 목적으로 검색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을 시작할 수 있
도록 검색 환경이 준비되면 보안 엔드포인트 URL을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검색 익스피리언스 빌더 작동 방식
검색 환경을 구축하는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 환경에 이름, 설명을 지정하고 검색 환경에 사용할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여 검색 환경을 만들 수 있
습니다.

2. 에서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구성한 다음 검
색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합니다. 회원님은 체험의 소유자로 자신을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검색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 제공” (p. 72)을 참조하세요.

3. Amazon Kendra경험 빌더를 열어 검색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편집 액세스 권한 
또는 보기 검색 액세스 권한을 할당한 다른 사용자와 검색 환경의 엔드포인트 URL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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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ExperienceAPI를 호출하여 검색 환경을 만들고 구성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색인을 선택한 다
음 탐색 메뉴에서 경험을 선택하여 경험을 구성합니다.

검색 경험 설계 및 조정
검색 환경을 만들고 구성한 후에는 엔드포인트 URL을 사용하여 검색 환경을 열고 편집자 액세스 권한이 있
는 소유자로서 검색을 사용자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 사이드 패널의 편집 옵
션을 사용하여 검색을 사용자 지정하여 페이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게시할 준비가 되면 게시를
선택합니다. 또한 검색 페이지의 최신 게시된 버전을 보려면 라이브 뷰로 전환하거나 빌드 모드로 전환하여
검색 페이지를 편집하거나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환경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ilter
패싯 검색을 추가하거나 문서 속성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사용자 지정 속성이 포함됩니다. 
직접 구성한 메타데이터 필드를 사용하여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도시 범주별로 패싯 검색
을 수행하려면 모든 도시 범주가 포함된_category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을 사용하십시오.

권장 답변
머신 러닝이 생성한 답변을 사용자의 쿼리에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이 코스는 얼마나 어려운가요? ' . 
Amazon Kendra모든 문서에서 코스의 난이도를 참조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텍스트를 검색하고 가장 관련
성이 높은 답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FAQ
FAQ 문서를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 '이 과정을 완료하는 데 몇 시간이 걸립
니까? ' . Amazon Kendra이 질문에 대한 답이 포함된 FAQ 문서를 사용하여 정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렬
사용자가 관련성, 생성 시간,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 및 기타 정렬 기준별로 결과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색 결
과 정렬을 추가합니다.

Documents
문서 또는 검색 결과가 검색 페이지에 표시되는 방식을 구성합니다. 페이지에 표시할 결과 수를 구성하고, 페
이지 번호와 같은 페이지 매김을 포함하고, 사용자 피드백 버튼을 활성화하고, 검색 결과에 문서 메타데이터 
필드가 표시되는 방식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선택한 언어로 검색 결과 또는 문서를 필터링하려면 언어를 선택합니다.

검색 박스
검색창의 크기 및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구성하고 검색어 제안을 허용하세요.

관련성 튜닝
문서 메타데이터 필드에 부스팅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문서를 검색할 때 이러한 필드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
여하세요. 1에서 시작하여 1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가중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날짜 및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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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유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필드보다_created_at 더 큰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부여
하려면 해당 필드에 중요도에 따라 1에서 10까지의 가중치를 부여합니다._last_updated_at 각 검색 애플
리케이션 또는 경험에 대해 서로 다른 관련성 조정 구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 제공
IAM ID 센터를 통해 검색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검색 환경을 구성하면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 있
는 다른 사용자에게Amazon Kendra 검색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여 검색 페이지에 액세스하도록 안내하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조
직 수준 또는 계정 소유자 수준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설정해야AWS Organizations 합니다. IAM ID 센터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 센터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검색 환경에서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ID를 활성화하고 API 또는 콘솔을 사용하여 뷰어 또는 소유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합니다.

• 뷰어: 검색어를 발행하고, 검색어와 관련된 추천 답변을 받고, 피드백을Amazon Kendra 제공하여 검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 검색 페이지의 디자인을 사용자 지정하고, 검색을 조정하고,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뷰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뷰어에 대한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검색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먼저 ExperienceConfiguration객체를 사용
하여 사용자 경험과 함께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ID를 활성화해야Amazon Kendra 합니다.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와 같은 사용자 식별자가 포함된 필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API를 사용하
여 사용자 목록에 검색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AssociateEntitiesToExperienceAPI를 사용하
여 사용자 권한을 Viewer 또는 Owner로 정의합니다. AssociatePersonasToEntities 개체를 사용하여 각 사
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하고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이 해당 EntityConfiguration개체를 사용하는 Viewer 또는
EntityPersonaConfiguratonOwner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검색 경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먼저 경험을 만들고 본인 ID 
및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용자나 그룹을 뷰어 또는 소유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탐색 메뉴에서 경험을 선택합니다. 경험을 생성한 후 목록에서 경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관리로 이동하여 사용자 또는 그룹을 뷰어 또는 소유자로 할당합니다.

검색 환경 구성
다음은 검색 환경을 구성하거나 생성하는 예입니다.

Console

Amazon Kendra검색 환경을 만들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경험을 선택한 다음 경험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경험 구성 페이지에서 경험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콘텐츠 소스를 선택하고, 경험에 대한 IAM 

역할을 선택합니다. IAM 역할 관련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경험에 대한 IAM 역할 을 참조하
세요.

3.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서 ID 확인 페이지에서 이메일과 같은 사용자 ID를 선택합니다. ID 센터 
디렉터리가 없는 경우 전체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여 Identity Center 디렉터리를 생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경험의 사용자가 포함되며 소유자 액세스 권한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4. 검토 후 Experience Builder 페이지를 열고 구성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경험 만들기를 선택하고 
Experience Builder를 열어 검색 페이지 편집을 시작합니다.

CLI

Amazon Kendra경험을 만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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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kendra create-experience \ 
 --name experience-name \ 
 --description "experience description" \ 
 --index-id index-id \ 
 --role-arn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configuration '{"ExperienceConfiguration":[{"ContentSourceConfiguration":
{"DataSourceIds":["data-source-1","data-source-2"]}, 
 "UserIdentityConfiguration":"identity attribute name"}]}'  

aws kendra describe-experience \ 
 --endpoints experience-endpoint-URL(s)

Python

Amazon Kendra경험을 만들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reate an experience.")  
  
# Provide a name for the experience  
name = "experience-name"  
# Provide an optional description for the experience  
description = "experience description"  
# Provide the index ID for the experience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Amazon Kendra experiences  
role_arn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Configure the experience  
configuration = {"ExperienceConfiguration":  
        [{  
            "ContentSourceConfiguration":{"DataSourceIds":["data-source-1","data-
source-2"]},  
            "UserIdentityConfiguration":"identity attribute name"  
        }]  
    }  
  
try:  
    experience_response = kendra.create_experience(  
        Name = name,  
        Description = description,  
        IndexId = index_id,  
        RoleArn = role_arn,  
        Configuration = configuration  
    )  
  
    pprint.pprint(experience_response)  
  
    experience_endpoints = experience_response["Endpoints"]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experience.")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experience, such as the status  
        experience_description = kendra.describe_experience(  
            Endpoints = experience_endpoints  
        )  
        status = experience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experience. Statu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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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sleep(60)  
        if status != "CREATING":  
            break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생성하려면Amazon Kendr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java.util.concurrent.TimeUni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Experienc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Experienc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Experienc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Experienc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ExperienceStatus;

public class CreateExperience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System.out.println("Create an experience"); 
         
        String experienceName = "experience-name"; 
        String experienceDescription = "experience description"; 
        String indexId = "index-id"; 
        String experienceRoleArn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CreateExperienceRequest createExperienceRequest = CreateExperienceRequest  
            .builder() 
            .name(experienceName) 
            .description(experienceDescription) 
            .roleArn(experienceRoleArn) 
            .configuration( 
                ExperienceConfiguration 
                    .builder() 
                    .contentSourceConfiguration( 
                        ContentSourceConfiguration( 
                            .builder() 
                            .dataSourceIds("data-source-1","data-source-2") 
                            .build() 
                        ) 
                    ) 
                    .userIdentityConfiguration( 
                        UserIdentityConfiguration( 
                            .builder() 
                            .identityAttributeName("identity-attribute-name") 
                            .build() 
                        ) 
                    ).build() 
            ).build(); 
         
        CreateExperienceResponse createExperienceResponse = 
 kendra.createExperience(createExperience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Experience response %s", 
 createExperience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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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 experienceEndpoints = createExperienceResponse.endpoints();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 for Kendra to create the experience.", 
 experienceEndpoints)); 
        while (true) { 
            DescribeExperienceRequest describeExperienceRequest = 
 DescribeExperienceRequest.builder().endpoints(experienceEndpoints).build(); 
            DescribeExperienceResponse describeEpxerienceResponse = 
 kendra.describeExperience(describeExperienceRequest); 
            ExperienceStatus status = describeExperienceResponse.status(); 
            TimeUnit.SECONDS.sleep(60); 
            if (status != ExperienceStatus.CREATING) { 
                break; 
            } 
        } 

        System.out.println("Experience creation is comple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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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용량 조정
Amazon Kendra인덱스 리소스를 용량 단위로 제공합니다. 각 용량 단위는 인덱스에 대한 추가 리소스를 제
공합니다. 문서 스토리지와 쿼리를 위한 별도의 용량 단위가 있습니다. Amazon Kendra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인덱스에는 용량 단위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에디션 인덱스에는 용량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저장 용량 단위는 색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 10만 개의 문서 또는 30GB의 스토리지.

쿼리 용량 단위는 인덱스에 다음과 같은 추가 쿼리를 제공합니다.

• 초당 쿼리 0.1개 또는 하루 쿼리 8,000개가량.

각 인덱스는 1 용량 단위 (30GB 스토리지 및 초당 0.1개 쿼리) 와 동일한 기본 용량을 제공합니다. 각 추가 용
량 단위마다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요금을 참조하세요.

인덱스에 대해 최대 100개의 추가 용량 단위를 추가하고 리소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장치가 필요
한 경우 AWS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사용 요구 사항에 맞게 하루 최대 5회 용량 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저장 용량을 색인에 저장된 문서 
수 이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0,000개의 문서를 저장하는 경우 저장 용량을 추가 단위 1개 미
만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인덱스 이름을 선택하여 인덱스 설정 및 기타 정보를 열거나DescribeIndex (p. 705) API를 사용하여 콘솔에
서 인덱스가 사용 중인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또한 인덱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를 
반환합니다. 모든 문서의 추출된 총 크기가 인덱스 제한을 초과할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때 
가 표시됩니다. 문서 수가 색인 제한을 초과하면 각 문서마다 가 표시됩니다.InvalidRequest 초당 쿼리 수
가 제한을ThrottlingException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세
요Amazon Kendra.

시청 용량
인덱스의 이름을 선택하여Amazon Kendra 콘솔에서 인덱스에서 사용 중인 리소스를 확인하고 세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콘솔은 또한 사용량 그래프를 제공하므로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및 쿼리 용
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용량의 추가 시기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저장 및 쿼리 사용을 보려면 (콘솔)

1.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home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인덱스 목록에서 액세스할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3. 설정 섹션으로 스크롤하여 현재 총 문서 저장소 및 쿼리 용량을 확인합니다.

API를 사용하여 용량을 보려면Amazon KendraDescribeIndex (p. 705) API의CapacityUnits 파라미터를 
사용하십시오.

용량 추가 및 제거
인덱스에 추가 용량이 필요한 경우 콘솔이나Amazon Kendra API를 사용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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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용량의 추가 또는 제거 (콘솔)

1.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home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인덱스 목록에서 액세스할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3. 편집을 선택하거나 작업 드롭다운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4. 다음을 선택하여 프로비전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문서 스토리지 및/또는 쿼리 용량 단위를 추가 또는 제거합니다.
6. 계속해서 다음을 선택하여 검토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업데이트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인덱스의 용량을 업데이트할 경우 변경 사항이 적용되기까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여 용량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Amazon KendraUpdateIndex (p. 826) API
의CapacityUnits 파라미터를 사용하십시오.

Amazon Kendra지능형 랭킹 용량
용량 단위는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 대해 초당 다음과 같은 추가 리스코어 요청을 제공합니다. 재스코어 실행 
계획은 Rescore API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입니다.

• 초당 0.01개의 요청.

각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는 1 용량 유닛 (초당 0.01 요청) 과 동일한 기본 용량이 제공됩니다. 각 추가 용량 단
위마다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요금을 참조하세요.

재스코어 실행 계획을 위해 최대 1000개의 추가 용량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장치가 필요한 경
우 AWS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쿼리 용량의 정의
쿼리 제안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쿼리 용량은 초당 2.5회 GetQuerySuggestions호출입니다.
GetQuerySuggestions용량은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쿼리 용량의 5배 또는 기본 용량인 초당 2.5회 
호출 중 더 큰 값입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의 기본 용량은 초당 쿼리 0.1개이고 GetQuerySuggestions의 
기본 용량은 초당 호출 2.5건입니다. 인덱스에 대해 초당 쿼리 총 0.2개에 초당 쿼리 0.1개를 추가하면
GetQuerySuggestions 용량은 초당 호출 2.5건(초당 쿼리 0.2개의 5배 이상)입니다.

Amazon Kendra경험 능력
검색 환경 용량은
Amazon KendraAmazon Kendra경험상 초당 15개 요청과 초당 40개 요청으로 쿼리 버스트가Query 조절되
기 시작합니다.QuerySuggestionsSubmitFeedback 쿼리 용량 단위가 150개를 초과하는 인덱스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의 쿼리 용량 단위가 150이므로 검색 경험 애플리케이션은 초당 15개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쿼리 용량 단위를 200개로 조정해도 검색 경험 앱은 여전히 초당 15개의 요청만 처리합니
다. 인덱스를 100개의 쿼리 용량 단위로 제한하면 검색 경험 앱은 초당 10개의 요청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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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형 쿼리 버스팅
Amazon Kendra의 프로비저닝된 기본 용량은 쿼리 용량 단위 1개입니다. 하루 쿼리 용량의 최대 8,000개까
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쿼리는 최대 24시간 동안 지속되며 폭주하는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버스트의 양은 특정 시점의 클러스터 부하에 따라 달라지므로 달라집니다. 최대 부하 수준을 처리
하기에 충분한 쿼리 용량 단위를 프로비저닝하세요.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넘어서는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발을 처리하기 위한 적응형 접근 방식은 내장된
적응형 쿼리 버스팅입니다Amazon Kendra. 적응형 쿼리 버스팅은 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사용할 수
Amazon Kendra 있습니다.

적응형 쿼리 버스팅은 사용하지 않는 쿼리 용량을 적용하여 예상치 못한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제공 
기능입니다. Amazon KendraAmazon Kendra인덱스에 프로비저닝한 최대 쿼리 수까지 초당 프로비저닝된 
쿼리 속도로 미사용 쿼리를 1초마다 누적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쿼리는 할당된 용량을 초과하는 예상치 못한 
트래픽에 사용됩니다. 적응형 쿼리 버스팅의 최적 성능은 전체 인덱스 크기, 쿼리 복잡성, 누적된 미사용 쿼
리, 인덱스의 전체 로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열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자체 부
하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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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단원에서는 데이터 소스를 만들고 문서를Amazon Kendra 인덱스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WS
콘솔, 를 사용하는 Python 프로그램 및 를 사용하는 Java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이 제공됩니다AWS SDK for 
Java.AWS CLIAWS SDK for Python (Boto3)

주제
• 사전 조건 (p. 79)
• Amazon Kendra콘솔 및 (p. 84)
• 시작하기(AWS CLI) (p. 85)
• 시작하기(AWS SDK for Python (Boto3)) (p. 86)
• 시작하기(AWS SDK for Java) (p. 88)
• Amazon S3데이터 소스 시작하기 (콘솔) (p. 91)
• My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시작하기 (콘솔) (p. 91)
•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D 소스 시작하기 (콘솔) (p. 93)

사전 조건
다음 단계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전화를 걸고Amazon S3 버킷에서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는Amazon Kendra 
권한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시작하기 연습의 전제 조건입니다. S3 버킷이 예로 사용되지만Amazon Kendra 
지원하는 다른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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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의 모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는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루트 사용자만 사용하여 루트 사용자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태스
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AWS에서는 가입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확인 이메일을 보냅니다. 언제든지 https://aws.amazon.com/으
로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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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을 참조하세요.

79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hiw-data-source.html
http://portal.aws.amazon.com/billing/signup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getting-started.html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getting-started.html
https://docs.aws.amazon.com/accounts/latest/reference/root-user-tasks.html
https://docs.aws.amazon.com/accounts/latest/reference/root-user-tasks.html
http://aws.amazon.com/
https://console.aws.amazon.com/
https://console.aws.amazon.com/
https://docs.aws.amazon.com/signin/latest/userguide/console-sign-in-tutorials.html#introduction-to-root-user-sign-in-tutorial
https://docs.aws.amazon.com/signin/latest/userguide/console-sign-in-tutorials.html#introduction-to-root-user-sign-in-tutoria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리소스:AWS CLI, SDK, 콘솔

2. 루트 사용자에 대해 다중 인증(MFA)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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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사용자 생성

• 일상적인 관리 태스크의 경우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에서 관
리 사용자에게 관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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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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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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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mazon Kendra테스트할 문서가 포함된 S3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리전에 S3 버
킷을Amazon Kendra 생성하십시오. 제반 지침은 Amazon Simple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
의 S3 버킷 생성 및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S3 버킷에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지침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객체 업로드, 
다운로드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려면 활성 사이트와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
다.

콘솔을 사용하여 시작하는 경우 먼저 시작하세요Amazon Kendra콘솔 및 (p. 84).

Amazon Kendra리소스:AWS CLI, SDK, 콘솔
CLI, SDK 또는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IAM 사용자를Amazon Kendra 통해 CLI, SDK 또는 콘솔을 사용하려면 사용자를 대신하여 리소스를 생성하
고 관리할 수Amazon Kendra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지정 CMK를 통해 데이터를 암
호화하려는AWS KMS keys 경우Amazon Kendra 자체 액세스가 포함되며, 검색 환경과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통합하거나 검색 환경을 생성하려는 경우 Identity Center 디렉터
리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아래 권한을 IAM 사용자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Stmt1644430853544", 
      "Action": [ 
        "kms:CreateGrant", 
        "kms:DescribeKey" 
      ], 
      "Effect": "Allow", 
      "Resource": "*" 
    }, 
    { 
      "Sid": "Stmt1644430878150", 
      "Action": "ke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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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Resource": "*" 
    }, 
    { 
      "Sid": "Stmt1644430973706", 
      "Action": [ 
        "sso:AssociateProfile", 
        "sso:CreateManagedApplicationInstance", 
        "sso:DeleteManagedApplicationInstance", 
        "sso:DisassociateProfile", 
        "sso:GetManagedApplicationInstance", 
        "sso:GetProfile", 
        "sso:ListDirectoryAssociations", 
        "sso:ListProfileAssociations", 
        "sso:ListProfiles" 
      ], 
      "Effect": "Allow", 
      "Resource": "*" 
    }, 
    { 
      "Sid": "Stmt1644430999558", 
      "Action": [ 
        "sso-directory:DescribeGroup", 
        "sso-directory:DescribeGroups", 
        "sso-directory:DescribeUser", 
        "sso-directory:DescribeUsers" 
      ], 
      "Effect": "Allow", 
      "Resource": "*" 
    }, 
    { 
      "Sid": "Stmt1644431025960", 
      "Action": [ 
        "identitystore:DescribeGroup", 
        "identitystore:DescribeUser", 
        "identitystore:ListGroups", 
        "identitystore:ListUsers" 
      ], 
      "Effect": "Allow", 
      "Resource": "*" 
    } 
  ]
}

CLI 또는 SDK를 사용하는 경우 액세스할IAM 역할 및 정책도 만들어야Amazon CloudWatch Logs 합니다. 콘
솔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위한IAM 역할 및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콘솔 프로시저의 일부로 이를 생성
합니다.

에 액세스할Amazon CloudWatch Logs 수 있는AWS CLI 및 SDK의IAM 역할 및 정책을 만들려면
Amazon Kendra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

2. 왼쪽 메뉴에서 정책을 선택한 다음 정책 생성을 선택합니다.
3. JSON을 선택한 후 기본 정책을 다음으로 교체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cloudwatch:PutMetri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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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cloudwatch:namespace": "AWS/Kendra" 
                } 
            } 
        }, 
        { 
            "Effect": "Allow", 
            "Action": [ 
                "logs:DescribeLogGroup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Group"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 ID:log-group:/aws/kendra/*" 
            ] 
        }, 
        { 
            "Effect": "Allow", 
            "Action": [ 
                "logs:DescribeLogStreams", 
                "logs:CreateLogStream", 
                "logs:PutLogEvents"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 ID:log-group:/aws/kendra/*:log-stream:*" 
            ] 
        } 
    ]
}

4. Review policy(정책 검토)를 선택합니다.
5. 정책"KendraPolicyForGettingStartedIndex" 이름을 지정한 다음 [Create policy] 를 선택합니다.
6. 왼쪽 메뉴에서 역할을 선택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7. 다른AWS 계정을 선택한 다음 계정 ID에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다음: 권한(Next: Permissions)를 선택합

니다.
8. 위에서 생성한 정책을 선택한 후 Next: Tags를 선택합니다.
9. 태그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Next: Review(다음: 검토)를 선택합니다.
10. 역할"KendraRoleForGettingStartedIndex" 이름을 지정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11. 방금 생성한 역할을 찾아보세요. 역할 이름을 선택하여 요약을 엽니다. 신뢰 관계를 선택한 다음 신뢰 관

계 편집을 선택합니다.
12. 기존 신뢰 관계를 다음으로.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kendra.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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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Update trust policy(신뢰 정책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Amazon S3버킷에 액세스하고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 있는IAM 역할 및 정책을 만들려면

를 사용하여 문서를 저장하거나 S3를 사용하여 테스트하는 경우Amazon Kendra, 버킷에 액세스하기 위한
IAM 역할 및 정책도 만들어야 합니다.Amazon S3 다른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의IAM 역할
을 참조하십시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

2. 왼쪽 메뉴에서 정책을 선택한 다음 정책 생성을 선택합니다.
3. JSON을 선택한 후 기본 정책을 다음으로 교체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bucket name/*" 
            ], 
            "Effect": "Allow" 
        }, 
        {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bucket name" 
            ], 
            "Effect": "Allow"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 ID:index/*" 
        } 
    ]
}

4. Review policy(정책 검토)를 선택합니다.
5. 정책 이름을KendraPolicyForGettingStartedDataSource "“으로 지정한 다음 정책 생성을 선택합니다.
6. 왼쪽 메뉴에서 역할을 선택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7. 다른AWS 계정을 선택한 다음 계정 ID에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다음: 권한(Next: Permissions)를 선택합

니다.
8. 위에서 생성한 정책을 선택한 후 Next: Tags를 선택합니다.
9. 태그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Next: Review(다음: 검토)를 선택합니다.
10. 역할 이름을KendraRoleForGettingStartedDataSource "“으로 지정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11. 방금 생성한 역할을 찾아보세요. 역할 이름을 선택하여 요약을 엽니다. 신뢰 관계를 선택한 다음 신뢰 관

계 편집을 선택합니다.
12. 기존 신뢰 관계를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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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kendra.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13. Update trust policy(신뢰 정책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Amazon KendraAPI 사용 방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시작하기(AWS CLI) (p. 85)
• 시작하기(AWS SDK for Java) (p. 88)
• 시작하기(AWS SDK for Python (Boto3)) (p. 86)

Amazon Kendra콘솔 및
다음 절차에서는AWS 콘솔을 사용하여Amazon Kendra 인덱스를 생성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절차에서는 색인 및 색인에 대한 데이터 원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요청을 통해 색인을 테스트합니
다.

1단계: 색인 생성하기 (콘솔)

1. AWSManagementAmazon Kendra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2. 색인 섹션에서 색인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색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색인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4. IAM역할에서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 역할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IAM역할에는 접두사 

"AmazonKendra- “가 붙습니다.
5. 다른 모든 필드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사용자 액세스 제어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7. 프로비저닝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개발자 에디션을 선택합니다.
8. [Create] 를 선택하여 색인을 생성합니다.
9. 색인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Amazon Kendra인덱스용 하드웨어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이 작업에

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인덱스에 데이터 소스 추가하기 (콘솔)

1. 문서에 연결하고 문서를 인덱싱하는 데 사용할 수Amazon Kendra 있는 데이터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2. 탐색 창에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한 다음 선택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단계에 따라 데이터 원본을 구성합니다.

3단계: 색인 검색하기 (콘솔)

1. 탐색 창에서 색인을 검색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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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인에 적합한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상위 결과 및 상위 문서 결과가 표시됩니다.

시작하기(AWS CLI)
다음 절차는 를 사용하여Amazon Kendra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AWS CLI. 이 프로시저는 데이
터 소스, 인덱스를 만들고 인덱스에서 쿼리를 실행합니다.

Amazon Kendra인덱스를 만들려면 (CLI)

1. 해사전 조건 (p. 79).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aws kendra create-index \ 
 --name cli-getting-started-index \ 
 --description "Index for CLI getting started guide." \ 
 --role-arn arn:aws:iam::account id:role/KendraRoleForGettingStartedIndex

3. 색인이Amazon Kendra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진행을 확인합니다. 상태 필
드가ACTIVE 인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aws kendra describe-index \ 
 --id index id

4.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aws kendra create-data-source \ 
 --index-id index id \ 
 --name data source name \ 
 --role-arn arn:aws:iam::account id:role/KendraRoleForGettingStartedDataSource \ 
 --type S3 \ 
 --configuration '{"S3Configuration":{"BucketName":"S3 bucket name"}}' 

템플릿 스키마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경우 템플릿 스키마를 구성하십시오.

aws kendra create-data-source \ 
 --index-id index id \ 
 --name data source name \ 
 --role-arn arn:aws:iam::account id:role/KendraRoleForGettingStartedDataSource \ 
 --type TEMPLATE \ 
 --configuration '{"TemplateConfiguration":{"Template":{JSON schema}}}' 

5.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Amazon Kendra.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진행 상태
가ACTIVE 인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aws kendra describe-data-source \ 
 --id data source ID \ 
 --index-id index ID

6.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데이터 소스를 동기화합니다.

aws kendra start-data-source-sync-job \ 
 --id data source ID \ 
 --index-id index ID

7. Amazon Kendra데이터 소스를 인덱싱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문서 수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동기화 작업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ACTIVE 인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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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kendra describe-data-source \ 
 --id data source ID \ 
 --index-id index ID

8.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aws kendra query \ 
 --index-id index ID \ 
 --query-text "search term"

검색 결과는 JSON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시작하기(AWS SDK for Python (Boto3))
다음 프로그램은 PythonAmazon Kendra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작업을 수
행합니다.

1. CreateIndex (p. 645)작업을 사용하여 새 인덱스를 만듭니다.
2. 인덱스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는DescribeIndex (p. 705) 작업을 수행합니다.
3. 인덱스가 활성화되면CreateDataSource (p. 618) 작업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만듭니다.
4. 데이터 소스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DescribeDataSource (p. 678) 는 데이터 원본의 상태

를 모니터링합니다.
5. 데이터 원본이 활성화되면StartDataSourceSyncJob (p. 789)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데이터 원본의 

내용과 동기화합니다.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reate an index.")

# Provide a name for the index
index_name = "python-getting-started-index"
# Provide an optional decription for the index
description = "Getting started index"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indexes
index_role_arn = "arn:aws:iam::${accountId}:role/KendraRoleForGettingStartedIndex"

try: 
    index_response = kendra.create_index( 
        Description = description, 
        Name = index_name, 
        RoleArn = index_role_arn 
    ) 

    pprint.pprint(index_response) 

    index_id = index_response["Id"]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index.")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index, such as th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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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_description = kendra.describe_index( 
            Id = index_id 
        ) 
        # When status is not CREATING quit. 
        status = index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index.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CREATING": 
            break 

    print("Create an S3 data source.") 
     
    # Provide a name for the data source 
    data_source_name = "python-getting-started-data-source" 
    # Provide an optional description for the data source 
    data_source_description = "Getting started data source."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data sources 
    data_source_role_arn = "arn:aws:iam::${accountId}:role/
KendraRoleForGettingStartedDataSource" 
    # Provide the data source connection information  
    S3_bucket_name = "S3-bucket-name" 
    data_source_type = "S3" 
    # Configure the data source 
    configuration = {"S3Configuration": 
        { 
            "BucketName": S3_bucket_name 
        } 
    } 
     
    """ 
    If you connect to your data source using a template schema,  
    configure the template schema 
    configuration = {"TemplateConfiguration": 
        { 
            "Template": {JSON schema} 
        } 
    } 
    """ 
     
    data_source_response = kendra.create_data_source( 
        Name = data_source_name, 
        Description = description, 
        RoleArn = data_source_role_arn, 
        Type = data_source_type, 
        Configuration = configuration, 
        IndexId = index_id 
    ) 

    pprint.pprint(data_source_response) 

    data_source_id = data_source_response["Id"]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data source.")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data source, such as the status 
        data_source_description = kendra.describe_data_source( 
            Id = data_source_id, 
            IndexId = index_id 
        ) 
        # If status is not CREATING, then quit 
        status = data_source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data source.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CREATING":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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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Synchronize the data source.") 

    sync_response = kendra.start_data_source_sync_job( 
        Id = data_source_id, 
        IndexId = index_id 
    ) 

    pprint.pprint(sync_response) 

    print("Wait for the data source to sync with the index.") 

    while True: 

        jobs = kendra.list_data_source_sync_jobs( 
            Id = data_source_id, 
            IndexId = index_id 
        ) 

        # For this example, there should be one job 
        status = jobs["History"][0]["Status"] 

        print(" Syncing data source. Status: "+status) 
        if status != "SYNCING": 
            break 
        time.sleep(60)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시작하기(AWS SDK for Java)
다음 프로그램은 JavaAmazon Kendra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작업을 수행
합니다.

1. CreateIndex (p. 645)작업을 사용하여 새 인덱스를 만듭니다.
2. 인덱스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는DescribeIndex (p. 705) 작업을 수행합니다.
3. 인덱스가 활성화되면CreateDataSource (p. 618) 작업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만듭니다.
4. 데이터 소스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DescribeDataSource (p. 678) 는 데이터 원본의 상태

를 모니터링합니다.
5. 데이터 원본이 활성화되면StartDataSourceSyncJob (p. 789) 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데이터 원본의 

내용과 동기화합니다.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java.util.concurrent.TimeUni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DataSourc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DataSourc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Index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Index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Configuration;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yncJob;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yncJob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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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DataSourc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DataSourc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Index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Index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Index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3DataSourceConfiguration;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public class CreateIndexAndDataSource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System.out.println("Create an index"); 

        String indexDescription = "Getting started index for Kendra"; 
        String indexName = "java-getting-started-index"; 
        String indexRoleArn = "arn:aws:iam::<your AWS account ID>:role/<name of an IAM 
 role>"; 

        System.out.println(String.format("Creating an index named %s", indexName));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CreateIndexRequest createIndexRequest = CreateIndexRequest 
            .builder() 
            .description(indexDescription) 
            .name(indexName) 
            .roleArn(indexRoleArn) 
            .build(); 
        CreateIndexResponse createIndexResponse = kendra.createIndex(createIndex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Index response %s", createIndexResponse)); 

        String indexId = createIndexResponse.i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until the index with index ID %s is 
 created", indexId)); 
        while (true) { 
            DescribeIndexRequest describeIndexRequest = 
 DescribeIndexRequest.builder().id(indexId).build(); 
            DescribeIndexResponse describeIndexResponse = 
 kendra.describeIndex(describeIndexRequest); 
            IndexStatus status = describeIndexResponse.status(); 
            if (status != IndexStatus.CREATING) { 
                break; 
            } 

            TimeUnit.SECONDS.sleep(60); 
        } 

        System.out.println("Creating an S3 data source"); 
        String dataSourceName = "java-getting-started-data-source"; 
        String dataSourceDescription = "Getting started data source"; 
        String s3BucketName = "an-aws-kendra-test-bucket"; 
        String dataSourceRoleArn = "arn:aws:iam::<your AWS account ID>:role/<name of an IAM 
 role>"; 

        CreateDataSourceRequest createDataSourceRequest = CreateDataSource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name(dataSourceName) 
            .description(dataSourceDescription) 
            .roleArn(dataSourceRoleArn) 
            .type(DataSourceType.S3) 
            .configuration( 

89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시작하기 (SDK for Java)

                DataSourceConfiguration 
                    .builder() 
                    .s3Configuration( 
                        S3DataSourceConfiguration 
                            .builder() 
                            .bucketName(s3BucketName) 
                            .build() 
                    ).build() 
            ).build(); 

        CreateDataSourceResponse createDataSourceResponse = 
 kendra.createDataSource(createDataSource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Response of creating data source: %s", 
 createDataSourceResponse)); 

        String dataSourceId = createDataSourceResponse.i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for Kendra to create the data source %s", 
 dataSourceId)); 
        DescribeDataSourceRequest describeDataSourceRequest = DescribeDataSource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while (true) { 
            DescribeDataSourceResponse describeDataSourceResponse = 
 kendra.describeDataSource(describeDataSourceRequest); 

            DataSourceStatus status = describeDataSourceResponse.status(); 
            System.out.println(String.format("Creating data source. Status: %s", status)); 
            if (status != DataSourceStatus.CREATING) { 
                break; 
            } 

            TimeUnit.SECONDS.sleep(60); 
        } 

        System.out.println(String.format("Synchronize the data source %s", dataSourceId));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 
 kendra.startDataSourceSyncJob(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for the data source to sync with the 
 index %s for execution ID %s", indexId,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executionId())); 

        // For this particular list, there should be just one job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while (true) {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 
 kendra.listDataSourceSyncJobs(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DataSourceSyncJob job =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history().get(0); 
            System.out.println(String.format("Syncing data source. Status: %s", 
 job.status())); 

            if (job.status() != DataSourceSyncJobStatus.SYNCING) {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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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Unit.SECONDS.sleep(60); 

        } 

        System.out.println("Index setup is complete"); 
    }
}

Amazon S3데이터 소스 시작하기 (콘솔)
Amazon Kendra콘솔을 사용하여Amazon S3 버킷을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콘솔
을 사용할 때는 버킷 콘텐츠를 인덱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p. 238)을 참조하세요.

다음 절차에 따라 기본 S3 버킷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의 1단계에 따라 색인을 만든 것으
로 가정합니다Amazon Kendra콘솔 및 (p. 84).

Amazon Kendra콘솔을 사용하여 S3 버킷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는 방법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home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색인 목록에서 데이터 원본을 추가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소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소스 커넥터 목록에서 을 선택합니다 Amazon S3.
5. 속성 정의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지정하고 선택적으로 설명을 입력합니다. 태그 필드는 비워 

둡니다. Next(다음)를 선택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6. 데이터 소스 위치 입력 필드에 문서가 포함된 S3 버킷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찾

아보기를 선택하여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버킷은 인덱스와 같은 리전에 있어야 합니다.
7. IAM역할에서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한 다음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Amazon S3 데이터 원

본의IAM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8. 동기화 실행 일정 설정 섹션에서 요청 시 실행을 선택합니다.
9. Next(다음)를 선택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10. 검토 및 생성 페이지에서 S3 데이터 소스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변경하려면 변경할 항목 옆에 있

는 편집 (Edit) 버튼을 선택합니다. 선택에 만족하면 [Create] 를 선택하여 S3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Create] 를 선택하면 데이터 원본 만들기가Amazon Kendra 시작됩니다.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는 데 몇 분 정
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데이터 원본의 상태가 [작성] 에서 [활성] 으로 변경됩니다.

데이터 원본을 만든 후에는Amazon Kendra 색인을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지금 동기화를 선택하
여 동기화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문서 수와 크기에 따라 데이터 원본을 동기화하는 데 몇 분에서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시작하기 (콘솔)
Amazon Kendra콘솔을 사용하여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콘솔
을 사용할 때는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인덱싱하는 데 필요한 연결 정보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세요.

먼저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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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에 따라 기본 MySQL 이 절차에서는 의 1단계 이후에 이미 색인을 생성한 것으로 가정합니
다Amazon Kendra콘솔 및 (p. 84).

MySQL

1. https://console.aws.amazon.com/rds/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Amazon RDS 콘
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서브넷 그룹] 을 선택한 다음 [DB 서브넷 그룹 생성] 을 선택합니다.
3. 그룹 이름을 지정하고 VPC Virtual Private Cloud (VPC) 선택합니다. VPC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PC 사용 구성을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
4. VPC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추가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NAT에 연결되지 않은 서브넷입니다.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5. 탐색 창에서 Databases (
6. 다음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다른 모든 매개변수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 엔진 옵션 — MySQL
• 템플릿 —프리 티어
• 자격 증명 설정 —암호 입력 및 확인
• 연결에서 추가 연결 구성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서브넷 그룹 - 4단계에서 생성한 서브넷 그룹을 선택합니다.
• VPC 보안 그룹 - VPC에서 만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그룹을 선택합니

다. 예: DataSourceSecurityGroup. VPC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PC 사용 구성을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

• 추가 구성에서 초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로 설정합니다content.
7.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8.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Make a note of the database endpoint.
9. After you create your database, you must create a table to hold your documents. 테이블 생성은 이 지

침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데이터베이스 이름—content
• 테이블 이름—documents
• 열—IDTitle,Body, 및LastUpdate. 원하는 경우 추가 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 MySQL

MySQL 데이터 원본을 만들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home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색인 (Index)] 을 선택한 후 원하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소스 추가를 선택한 다음 Amazon RDS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하고 다음 을 선택합니다.
5. MySQL을 선택합니다.
6. Connection Access (연결) 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엔드포인트 - 이전에 만든 데이터베이스의 엔드포인트입니다.
• Port - MySQL 경우 기본값은 3306입니다.
• 인증 유형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새 비밀 컨테이너 이름 -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위한Secrets Manager 컨테이너의 이름입니다.
• 사용자 이름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 암호 - 사용자의 암호를 선택한 다음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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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이름 —content.
• 테이블 이름 —documents.
• IAM 역할 -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한 다음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7. 열 구성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문서 ID 열 이름 —ID
• 문서 제목 열 이름 —Title
• 문서 데이터 열 이름 —Body

8. 열 변경 감지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 변경 감지 컬럼 —LastUpdate
9. VPC 및 보안 그룹 구성에서 다음을 제공합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에서 VPC
• 서브넷에서 VPC 생성한 프라이빗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 VPC 보안 그룹에서 VPC for MySQL에서 생성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규칙을 모두 포함하는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예: DataSourceSecurityGroup.
10. 동기화 실행 일정 설정에서 [Run on demand] 를 선택한 후 [다음] 을 선택합니다.
11.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12. 데이터 원본의 구성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모든 내용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면 [Create] 를 선택합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D 소스 시작하기 (콘솔)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D 소스에는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정보가 들
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설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필터링을Amazon Kendra 사용하
면 사용자 또는 해당 그룹의 문서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여러 사용자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
니다.

IAM ID 센터 ID 소스를 만들려면 에서 IAM ID 센터를 활성화하고 조직을 생성해야AWS Organizations 합니
다.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고 처음으로 조직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Identity Center 디렉터리가 ID 소
스로 기본 설정됩니다. Active Directory (아마존 관리형 또는 자체 관리형) 또는 외부 ID 공급자를 ID 소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 변경을 참조하십
시오. 조직당 하나의 ID 소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그룹에 서로 다른 수준의 문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문서를 색인으로 수집할 때 액세스 제어 
목록에 사용자 및 그룹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및 그룹이 액세스 수준에 따라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Amazon Kendra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자 ID는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이름과 정확히 일
치해야 합니다.

또한 Identity Center 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Amazon Kendra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dentity 
Center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Identity ty Identity Identity St를 설정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IAM ID 센터 활성화를 선택한 다음 AWS조직 생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Identity Center 디렉터리가 생성되며 조직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이메일이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3. AWS기관에 그룹을 추가하려면 탐색 창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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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 페이지에서 그룹 생성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에 그룹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Create(생성)를 선
택합니다.

5. Organizations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탐색 창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6. Users(사용자) 페이지에서 Add user(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세부 정보에서 모든 필수 필

드를 지정합니다. 암호에 대해 Send an email to the user(사용자에게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그룹을 선택하고 그룹을 선택합니다.
8. 세부정보 페이지의 그룹 구성원에서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9. 그룹에 사용자 추가 페이지에서 그룹 구성원으로 추가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룹에 추가할 사용

자를 여러 명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IAM Identity Center와 동기화하려면 ID 소스를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ID 공

급자로 변경하십시오.

Identity Center 디렉터리는 기본 ID 소스이며 공급자가 관리하는 자체 목록이 없는 경우 이 소스를 사용
하여 사용자 및 그룹을 수동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ID 소스를 변경하려면 이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따라
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Note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ID 공급자를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교차 도메인 ID 관리 시스템 
(SCIM) 프로토콜을 지정할 때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이름에 매핑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SCIdentity Center 활성화에 관한 SCIdentity Center 가이드 를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를 설정한 후에는 인덱스를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콘솔에서 이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로 이동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그
룹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정을 편집합니다.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객체를 사용하
여 IAM ID 센터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를 입력하고sso:ListDirectoryAssociations,sso-
directory:SearchUserssso-directory:ListGroupsForUser, 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sso-directory:DescribeGroups.UserGroupResolutionModeAWS_SSO

Warning

Amazon Kendra현재AWS 조직 구성원 계정으로는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를 사용
할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면 조직의 관리 계정에서 색인
을 생성해야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컨텍스트에 따라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기 위해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입니다.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이는 인덱스와 인덱스IAM 역할을 이미 생성했다고 
가정합니다. CreateIndexAPI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들고IAM 역할을 제공합니다.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및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설
정

1.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에 액세스할 권한을 부여하는 IAM역할을 생성하십시오.
2. 모드를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로 설정하고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도록 인덱

스를 UpdateIndex업데이트하려면 을 호출하여 구성합니다.AWS_SSO
3. 토큰 기반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컨텍스트에 따라 검색 결과를 필터링합니

다UpdateIndex. UserContextPolicyUSER_TOKEN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해 
각 문서의 액세스 제어 목록을Amazon Kendra 크롤링합니다. Query API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제
공하여 사용자 컨텍스트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도UserContext 있습니다.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자 ID만 제공하면 PutPrincipalMapping되도록 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할 수도 있습
니다.

4.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AM역할을 생성하세요.
5. 데이터 원본을 구성하세요.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려면 필요한 연결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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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reateDataSource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를 생성합니다. DataSourceConfiguration개체, 인
덱스 ID, 데이터 원본의IAM 역할, 데이터 원본 유형을 제공하고 데이터 원본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데이
터 원본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Identity ty ty Identity 소스 변경
Warning

IAM Identity Center 설정에서 ID 소스를 변경하면 사용자 및 그룹 정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 이를 안전하게 수행하려면 ID 소스 변경 고려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ID 소스를 변경
하면 새 ID 소스 ID가 생성됩니다. 모드를 in으로 설정하기 전에 올바른 ID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세요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AWS_SSO

Identity ty ty Identity 소스 변경하기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의 ID 소스에서 변경을 선택합니다.
4. ID 소스 변경 페이지에서 원하는 ID 소스를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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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만들기
콘솔이나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거나CreateIndex (p. 645) API를 호출하여 인
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색인을 만든 후 색인에 직접 또는 데이터 소스에서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만들려면 선택한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RN) 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이IAM 역할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색인을 만들려면 (콘솔)

1. AWS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색인 섹션에서 색인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색인 세부 정보 지정에서 색인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4. IAM역할에서IAM 역할을 제공하십시오. 역할을 찾으려면 계정에서 “kendra”라는 단어가 포함된 역할을 

선택하거나 다른 역할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역할에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
오IAM인덱스의 역할 (p. 11).

5.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사용자 액세스 제어 구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인덱스를 생성한 후 액세스 제어에 토

큰을 사용하도록 인덱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색인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
어 (p. 110)을 참조하세요.

7. 프로비저닝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Create] 를 선택합니다.
8. 색인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색인 목록을 확인하여 색인 생성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

오. 인덱스 상태가ACTIVE 이면 인덱스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색인을 만들려면 (AWS CLI)

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Amazon Kendra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role-arn 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에 대한 액세스 역할Amazon 
Kendra (p. 11)을 참조하세요.

aws kendra create-index \ 
 --name index name \ 
 --description "index description" \ 
 --role-arn arn:aws:iam::account ID:role/role name

2. 색인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인덱스 상태를 확인하려면 에서 반환된 인덱스 ID를 다
음create-index 명령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인덱스 상태가ACTIVE 이면 인덱스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aws kendra describe-index \ 
 --index-id index ID

색인 (SDK) 을 만들려면

1. 다음 변수에 대한 값을 제공합니다.

• description—생성 중인 인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선택 사항입니다.
• index_name—생성 중인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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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_arnAmazon Kendra—API를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
한 정보는 IAM에 대한 액세스 역할Amazon Kendra (p. 11)을 참조하세요.

2. 다음 예제에서는 가 포함된Amazon Kendra 인덱스가 생성됩니다.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reate an index.")

# Provide a name for the index
index_name = "index-name"
# Provide an optional description for the index
description = "index description"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indexes
role_arn = "arn:aws:iam::${account id}:role/${role name}"

try: 
    index_response = kendra.create_index( 
        Name = index_name, 
        Description = description, 
        RoleArn = role_arn 
    ) 

    pprint.pprint(index_response) 

    index_id = index_response["Id"]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index.")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index, such as the status 
        index_description = kendra.describe_index( 
            Id = index_id 
        ) 
        # If status is not CREATING, then quit 
        status = index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index. Status: "+status) 
        if status != "CREATING": 
            break 
        time.sleep(60)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java.util.concurrent.TimeUni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Index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Index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Index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Index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Index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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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CreateIndex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String indexDescription = "Getting started index for Kendra"; 
        String indexName = "java-getting-started-index"; 
        String indexRoleArn = "arn:aws:iam::<your AWS account ID>:role/
KendraRoleForGettingStartedIndex"; 

        System.out.println(String.format("Creating an index named %s", indexName)); 
        CreateIndexRequest createIndexRequest = CreateIndexRequest 
            .builder() 
            .description(indexDescription) 
            .name(indexName) 
            .roleArn(indexRoleArn) 
            .build();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CreateIndexResponse createIndexResponse = 
 kendra.createIndex(createIndex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Index response %s", 
 createIndexResponse)); 

        String indexId = createIndexResponse.i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until the index with ID %s is 
 created.", indexId)); 
        while (true) { 
            DescribeIndexRequest describeIndexRequest = 
 DescribeIndexRequest.builder().id(indexId).build(); 
            DescribeIndexResponse describeIndexResponse = 
 kendra.describeIndex(describeIndexRequest); 
            IndexStatus status = describeIndexResponse.status(); 
            if (status != IndexStatus.CREATING) { 
                break; 
            } 

            TimeUnit.SECONDS.sleep(60); 
        } 

        System.out.println("Index creation is complete."); 
    }
}

색인을 만든 후 색인에 문서를 추가합니다. 직접 추가하거나 정기적으로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
• 인덱스에 문서 직접 추가 (p. 98)
• 인덱스에 직접 FAQ 추가 (p. 102)
• 사용자 지정 문서 필드 만들기 (p. 107)
• 색인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p. 110)

인덱스에 문서 직접 추가
BatchPutDocument (p. 607)API를 사용하여 색인에 직접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문
서를 직접 추가할 수 없습니다. 콘솔을 사용할 때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문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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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S3 버킷에서 추가하거나 이진 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에서 지원하는 문서 유형 목록은 문서 유형을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

인덱스에 문서 추가는 비동기식 작업입니다. API를 호출한 후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
여 문서 인덱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BatchGetDocumentStatus (p. 604) 문서 ID 목록과 함
께BatchGetDocumentStatus API를 호출하면 문서 상태가 반환됩니다. 문서 상태가INDEXED 또
는FAILED 이면 문서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상태가 인 경우BatchGetDocumentStatus API는FAILED
문서를 인덱싱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반환합니다.

문서 통합 프로세스 중에 콘텐츠 및 문서 메타데이터 필드 또는 속성을 변경하려면 Amazon Kendra사용자 
지정 문서 강화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려는 경우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각 문서에는 데
이터 소스 ID와 실행 ID가 속성 또는 필드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의 필수 특
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각 문서 ID는 색인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고유한 ID로 문서를 인덱싱하는 데이터 소스를 만든 다
음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동일한 문서를 인덱싱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
이터 원본을 삭제한 다음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동일한 문서를 인덱싱하거나 그 반대로 인덱
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인덱스에 직접 문서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제
• API를 사용하여 문서 추가 (p. 99)
• S3 버킷에서 문서 추가 (p. 100)

API를 사용하여 문서 추가
다음 예제에서는 를 호출하여 인덱스에 텍스트 블롭을 추가합니다BatchPutDocument (p. 607). S3 버킷에
서 문서를 추가하고BatchPutDocument API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여 색인에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서 지원하는 문서 유형 목록은 
문서 유형을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

인덱스에 추가된 파일은 UTF-8 인코딩된 바이트 스트림에 있어야 합니다.

AWS CLI및 SDK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드는 예제는 인덱스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CLI 및 SDK를 설정하
려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endra.

다음 예에서는 UTF-8 인코딩 텍스트가 색인에 추가됩니다.

Python

import boto3  
  
kendra = boto3.client("kendra")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title and text  
title = "Information about Amazon.com"  
text = "Amazon.com is an online retailer."  
  
document = {  
    "Id": "1",  
    "Blob": text,  
    "ContentType": "PLAIN_TEXT",  
    "Titl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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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s = [  
    document  
]  
  
result = kendra.batch_put_document(  
    IndexId = index_id,  
    Documents = documents  
)  
  
print(result)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core.SdkByte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BatchPutDocument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BatchPutDocument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ontentTyp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ocument;

public class AddDocumentsViaAPI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indexId = "yourIndexId"; 

        Document testDoc = Document 
            .builder() 
            .title("The title of your document") 
            .id("a_doc_id") 
            .blob(SdkBytes.fromUtf8String("your text content")) 
            .contentType(ContentType.PLAIN_TEXT) 
            .build(); 

        BatchPutDocumentRequest batchPutDocumentRequest = BatchPutDocument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documents(testDoc) 
            .build(); 

        BatchPutDocumentResponse result = 
 kendra.batchPutDocument(batchPutDocument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BatchPutDocument Result: %s", result)); 
    }
}

S3 버킷에서 문서 추가
Amazon S3버킷에서 인덱스에 직접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통화에 최대 10개의 문서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S3 버킷을 사용하는 경우 문서가 포함된 버킷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RoleArn매개변수에서 역할을 지정합니다.

BatchPutDocument (p. 607)API를 사용하여 S3 버킷에서 문서를 추가하는 것은 일회성 작업입니다. 인덱
스를 버킷의 콘텐츠와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하려면 S3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Amazon 
S3 (p. 238)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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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및 SDK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드는 예제는 인덱스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CLI 및 SDK를 설정
하려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endra. S3 버킷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에서는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두 개의 Microsoft Word 문서를 색인에 추가합니다.

Python

import boto3  
  
kendra = boto3.client("kendra")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to index documents in an S3 bucket  
role_arn = "arn:aws:iam::${acccountID}:policy/${roleName}"  
  
doc1_s3_file_data = {  
    "Bucket": "bucket-name",  
    "Key": "document1.docx"  
}  
  
doc1_document = {  
    "S3Path": doc1_s3_file_data,  
    "Title": "Document 1 title",  
    "Id": "doc_1"  
}  
  
doc2_s3_file_data = {  
    "Bucket": "bucket-name",  
    "Key": "document2.docx"  
}  
  
doc2_document = {  
    "S3Path": doc2_s3_file_data,  
    "Title": "Document 2 title",  
    "Id": "doc_2"  
}  
  
documents = [  
    doc1_document,  
    doc2_document  
]  
  
result = kendra.batch_put_document(  
    Documents = documents,  
    IndexId = index_id,  
    RoleArn = role_arn  
)  
  
print(result)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BatchPutDocument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BatchPutDocument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ocum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3Path;

public class AddFilesFromS3Example { 

101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create-index.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setup.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userguide/create-bucket-overview.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userguide/create-bucket-overview.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인덱스에 직접 FAQ 추가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indexId = "yourIndexId"; 
        String roleArn = "yourIndexRoleArn"; 

        Document pollyDoc = Document 
            .builder() 
            .s3Path( 
                S3Path.builder() 
                .bucket("an-aws-kendra-test-bucket") 
                .key("What is Amazon Polly.docx") 
                .build()) 
            .title("What is Amazon Polly") 
            .id("polly_doc_1") 
            .build(); 

        Document rekognitionDoc = Document 
            .builder() 
            .s3Path( 
                S3Path.builder() 
                .bucket("an-aws-kendra-test-bucket") 
                .key("What is Amazon Rekognition.docx") 
                .build()) 
            .title("What is Amazon rekognition") 
            .id("rekognition_doc_1") 
            .build(); 

        BatchPutDocumentRequest batchPutDocumentRequest = BatchPutDocument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roleArn(roleArn) 
            .documents(pollyDoc, rekognitionDoc) 
            .build(); 

        BatchPutDocumentResponse result = 
 kendra.batchPutDocument(batchPutDocument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BatchPutDocument result: %s", result)); 
    }
}

인덱스에 직접 FAQ 추가
콘솔이나CreateFaq (p. 637) API를 사용하여 자주 묻는 질문 (FAQ) 을 색인에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
덱스에 FAQ를 추가하는 것은 비동기식 작업입니다.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버킷에 저장하는 파일
에 FAQ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CSV 또는 JSON 파일을 FAQ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CSV - 각 줄에 질문, 답변 및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 선택적 URL이 포함된 CSV 파일입니
다.

• 사용자 지정 CSV - 질문, 답변 및 FAQ 응답을 파셋, 표시 또는 정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특
성을 정의하는 헤더가 포함된 CSV 파일입니다. 또한 액세스 제어 속성을 정의하여 특정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FAQ 응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JSON—질문과 답변이 포함된 JSON 파일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 지정 및 액세스 제어 속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정의하여 FAQ 응답을 파셋, 표시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FAQ 응답을 제한하는 액세스 제어 특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미국 워싱턴주 스포캔과 미국 미주리주 마운틴뷰에 있는 무료 진료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기본 CSV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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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free clinics are in Spokane WA?, 13, https://www.freeclinics.com/
How many free clinics are there in Mountain View Missouri?, 7, https://www.freeclinics.com/

사용자 지정 CSV 또는 JSON 파일을 입력에 사용하는 경우 FAQ 질문에 대한 사용자 지정 특성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FAQ 질문에 대해 할당하는 사용자 지정 속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응답으로 FAQ
가 반환되면 해당 부서를 패싯으로 사용하여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특성은 인덱스 필드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기본 제공 필드를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 인덱스 필
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Facet 정의 페이지를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합니다. API를 사용할 
때 먼저UpdateIndex (p. 826)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FAQ 파일의 속성 유형은 관련 인덱스 필드의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장_authors 필드
는STRING_LIST 유형 필드입니다. 따라서_authors 필드 값을 FAQ 파일에 문자열 목록으로 제공해야 합
니다. 콘솔의 Facet 정의 페이지를 사용하거나DescribeIndex (p. 705)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에 매핑되는 색인 필드를 만들 때 해당 필드를 표시 가능, 패싯 가능 또는 정렬 가능으로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은 검색 가능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특성 외에도 사용자 지정 CSV 또는 JSON 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제공 특성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_authors(문자열 목록) —FAQ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작성자 목록입니다.
• _category(문자열) —FAQ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른 유사한 문서와 그룹화하는 범주입니다.
• _created_at(ISO 8601 인코딩된 문자열) - FAQ 질문이 생성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날짜 및 시간은 ISO 

8601로 인코딩된 문자열로 포맷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으로 표준 시간대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10 + 01:00 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_last_updated_at(ISO 8601 인코딩 문자열) - FAQ 질문이 업데이트된 날짜 및 시간입니다. 날짜 및 시
간은 ISO 8601로 인코딩된 문자열로 포맷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10 + 01:00 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
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_source_uri(문자열) —FAQ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URL입니다.
• _version(문자열) —FAQ 질문의 버전입니다.
• _view_count(긴) —FAQ 질문을 검색 결과에서 본 횟수입니다.

기본 CSV 파일
FAQ에 간단한 구조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본 CSV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기본 CSV 파일에서 각 줄에는 질문, 
답변 및 추가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가리키는 선택적 소스 URI의 두 개 또는 세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파일 내용은 CSV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의 RFC 4180 공통 형식 및 MIME 유형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기본 CSV 형식의 FAQ 파일입니다.

How many free clinics are in Spokane WA?, 13, https://www.freeclinics.com/
How many free clinics are there in Mountain View Missouri?, 7, https://www.freeclinics.com/

사용자 지정 CSV 파일
FAQ 질문에 사용자 지정 특성을 추가하려면 사용자 지정 CSV 파일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CSV 파일
의 경우 CSV 파일의 헤더 행을 사용하여 추가 특성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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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파일에는 다음 두 가지 필수 속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_question—자주 묻는 질문
• _answer—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파일에는 내장 및 사용자 지정 특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CSV 파일의 예입니다.

_question,_answer,_last_updated_at,custom_string
How many free clinics are in Spokane WA?, 13, 2012-03-25T12:30:10+01:00, Note: Some free 
 clinics require you to meet certain criteria in order to use their services
How many free clinics are there in Mountain View Missouri?, 7, 2012-03-25T12:30:10+01:00, 
 Note: Some free clinics require you to meet certain criteria in order to use their 
 services

사용자 지정 특성 파일의 내용은 CSV (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의 RFC 4180 공통 형식 및 MIME 유형을 따라
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날짜—ISO 8601으로 인코딩된 날짜 및 시간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10 + 01:00 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
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긴 - 숫자 (예1234:)
• 문자열—문자열 값. 문자열에 쉼표가 포함된 경우 전체 값을 큰따옴표 (“) 로 묶으십시오 (예:"custom 
attribute, and more").

• 문자열 목록 - 문자열 값의 목록입니다. 값을 쉼표로 구분하여 따옴표 (예:) 로 묶은 쉼표로 구분된 목록 
(예:"item1, item2, item3") 으로 표시됩니다. 목록에 단일 항목만 포함된 경우 따옴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item1).

사용자 지정 CSV 파일에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를 사용하여 특정 사용
자 및 그룹만 FAQ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필터링하려면 사
용자가 쿼리에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련 FAQ가 반환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컨텍스트에 따른 필터링 (p. 431)을 참조하세요.

FAQ에는 네 가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가 있습니다.

• _acl_user_allow—허용 목록의 사용자는 쿼리 응답에서 FAQ를 볼 수 있습니다. FAQ는 다른 사용자에
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_acl_user_deny—거부 목록의 사용자는 쿼리 응답에서 FAQ를 볼 수 없습니다. FAQ는 쿼리와 관련이 
있을 때 다른 모든 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 _acl_group_allow—허용된 그룹의 구성원인 사용자는 쿼리 응답에서 FAQ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룹의 구성원인 사용자에게는 FAQ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_acl_group_deny—거부된 그룹의 구성원인 사용자는 쿼리 응답에서 FAQ를 볼 수 없습니다. FAQ는 쿼
리와 관련이 있을 때 다른 그룹에 반환됩니다.

허용 및 거부 목록의 값을 따옴표로 묶은 쉼표로 구분된 목록으로 입력합니다 
(예:"user1,user2,user3"). 사용자 또는 그룹을 허용 목록이나 거부 목록 중 하나에 포함할 수 있지만 둘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에 사용자 또는 그룹을 포함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포함된 사용자 지정 CSV 파일의 예입니다.

_question, _answer, _acl_user_allow, _acl_user_deny, _acl_group_allow, _acl_group_deny
How many free clinics are in Spokane WA?, 13, userID4565, "userID6201, userID7552", 
 groupBasicRate, "groupBasicPlusRate,groupPremium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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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파일
JSON 파일을 사용하여 색인에 대한 질문, 답변 및 속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특성 및 사용자 지
정 특성을 FAQ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JSON 파일의 스키마입니다.

{ 
    "SchemaVersion": 1, 
    "FaqDocuments": [ 
        { 
            "Question": string, 
            "Answer": string, 
            "Attributes": { 
                string: object 
                additional attributes 
            }, 
            "AccessControlList": [ 
               { 
                   "Name": string, 
                   "Type": enum( "GROUP" | "USER" ), 
                   "Access": enum( "ALLOW" | "DENY" ) 
               }, 
                additional user context
            ] 
        }, 
         additional FAQ documents
    ]
}

이 예제 JSON 파일은 두 개의 FAQ 문서를 보여줍니다. 그 중 하나에는 필수 질문과 답변만 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추가 속성과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도 있습니다.

{ 
    "SchemaVersion": 1, 
    "FaqDocuments": [ 
        { 
            "Question": "How many free clinics are in Spokane WA?", 
            "Answer": "13" 
        }, 
        { 
            "Question": "How many free clinics are there in Mountain View Missouri?", 
            "Answer": "7", 
            "Attributes": { 
                "_source_uri": "https://www.freeclinics.com", 
                "_category": "Charitable Clinics" 
            }, 
            "AccessControlList": [ 
               { 
                   "Name": "user@amazon.com", 
                   "Type": "USER", 
                   "Access": "ALLOW" 
               }, 
               { 
                   "Name": "Admin", 
                   "Type": "GROUP", 
                   "Access": "ALLOW" 
               } 
            ] 
        } 
    ]
}

JSON 파일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용자 지정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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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ISO 8601로 인코딩된 날짜 및 시간 값이 있는 JSON 문자열 값입니다.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에 표준 시간대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10 + 
01:00 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
다.

• 경도—JSON 숫자 값 (예1234:)
• 문자열—JSON 문자열 값입니다 (예:"custom attribute").
• 문자열 목록 - 문자열 값으로 구성된 JSON 배열입니다 (예:["item1,item2,item3"]).

내장 및 사용자 지정 특성 외에도 FAQ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JSON 파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 및 그룹을 기반으로 FAQ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 또는 그룹을 허용 목록이나 거부 목록 중 하나에 포함할 수 있지만 둘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에 사용자 또는 그룹을 포함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용자 컨텍스트를 기준으로 필터링하려면 쿼리에 사
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련 FAQ가 반환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컨텍스트에 따른 필터링 (p. 431)을 참조하세요.

이 JSON 예제는 FAQ에 사용자 컨텍스트를 추가합니다.

"AccessControlList": [ 
                { 
                    "Name": "group or user name", 
                    "Type": "GROUP | USER", 
                    "Access": "ALLOW | DENY" 
                }, 
                 additional user context
            ] 
    

FAQ 파일 사용
FAQ 입력 파일을 S3 버킷에 저장한 후 콘솔 또는CreateFaq API를 사용하여 질문과 답변을 인덱스에 추가
합니다. FAQ를 업데이트하려면 FAQ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하십시오. DeleteFaqAPI를 사용하여 FAQ를 삭
제합니다.

소스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콘솔이나RoleArn 파
라미터에서 역할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인덱스에 FAQ 파일을 추가하는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Python

import boto3

kendra = boto3.client("kendra")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to index documents in an S3 bucket
role_arn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Provide the S3 bucket path information to the FAQ file
faq_path = { 
    "Bucket": "bucket-name", 
    "Key": "FreeClinicsUSA.csv"
}

response = kendra.create_faq( 
    S3Path =  faq_path, 
    Name = "FreeClinicsUSA", 
    IndexId = index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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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eArn = role_arn
)

print(response)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Faq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Faq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3Path;

public class AddFaq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indexId = "yourIndexId"; 
        String roleArn = "your role for accessing S3 files"; 

        CreateFaqRequest createFaqRequest = CreateFaq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name("FreeClinicsUSA") 
            .roleArn(roleArn) 
            .s3Path( 
                S3Path 
                    .builder() 
                    .bucket("an-aws-kendra-test-bucket") 
                    .key("FreeClinicsUSA.csv") 
                    .build()) 
            .build(); 

        CreateFaqResponse response = kendra.createFaq(createFaq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he result of creating FAQ: %s", response)); 

    }
}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FAQ 파일
지원되는 언어로 FAQ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언어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FAQ를 인덱싱합니다. CreateFaq작업을 호출할 때 언어 코드를 지정하거나 FAQ 메타데이터의 FAQ 언어 코
드를 필드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필드에 지정된 메타데이터의 언어 코드가 FAQ의 메타데이터
에 없는 경우CreateFAQ 작업을 호출할 때 지정한 언어 코드를 사용하여 FAQ가 인덱싱됩니다. 콘솔에서 지
원되는 언어로 FAQ 문서를 인덱싱하려면 FAQ로 이동하여 FAQ 추가를 선택합니다. 언어 드롭다운에서 언
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문서 필드 만들기
특정 문서와 관련된 사용자 지정 특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이 “HR”, 
“영업” 및 “제조”인 “부서”라는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필드나 속
성을 사용하여 “HR” 부서의 문서에 대한 응답 (검색 결과)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개의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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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데이터 원본의 경우 외부 데이터 원본의 필드를 의 해당 필드에Amazon Kendra 매핑합니다. 자세
한 정보는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 (p. 375)을 참조하세요. S3 데이터 원본의 경우 메타데이터 파일을 사용
하여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을 사용하려면 먼저 인덱스에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콘솔 또는
UpdateIndex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합니다. 필드를 만든 후에는 필드 데이터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mazon Kendra의 내장 또는 예약 필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UpdateIndexAPI를 사용하면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
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JSON 예제에서는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인덱스에 “Department”라는 필드를 
추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 
   { 
       "Name": "Department", 
       "Type": "STRING_VALUE" 
   }
]

Amazon Kendra 내장 문서 필드 사용
UpdateIndex API를 사용하면 예약된 필드 이름을 사용하거
나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지정하여 해당 문서 속성 또는 문서 필드에 매핑할 예약
된 필드 또는 빌트인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
터 원본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데이터 원본 문서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필드 매핑이 포함됩니다. 필드를 만들 때 필드를 표시 가능, 패싯 가능, 검색 가능 및 정렬 가능으로 설정하도
록Search 개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관련성 향상 기간, 최신성, 중요도, 순위 순서 및 중요도 값을 
설정하도록Relevance 개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드를 생성한 후에는 필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mazon Kendra에는 다음과 같은 예약 또는 내장 문서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_authors—문서 내용에 책임이 있는 한 명 이상의 작성자 목록.
• _category—문서를 특정 그룹에 배치하는 범주입니다.
• _created_at—문서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 (ISO 8601 형식) 입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30:10+01:00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_data_source_id—문서가 포함된 데이터 원본의 식별자입니다.
• _document_body—문서의 내용.
• _document_id—문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 _document_title—문서의 제목입니다.
• _excerpt_page_number—문서 발췌문이 나타나는 PDF 파일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색인이 2020년 9월 

8일 이전에 생성된 경우 이 속성을 사용하려면 먼저 문서의 색인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 _faq_id—FAQ 질문 및 답변인 경우 해당 질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 _file_type—문서의 파일 유형 (예: pdf 또는 doc)
• _last_updated_at—문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ISO 8601 형식의 날짜와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30:10+01:00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_source_uri—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URI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웹 사이트에 있는 문서의 URI 입니다.
• _version—문서의 특정 버전에 대한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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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view_count—문서를 본 횟수입니다.
• _language_code(문자열) - 문서에 적용되는 언어의 코드입니다. 언어를 지정하지 않으면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조하
십시오.

사용자 지정 필드의 경우 예약 또는 내장 필드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UpdateIndex API를 사용하
여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이러한 필드를 만듭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에 적합한 데
이터 유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필드를 생성한 후에는 필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필드에 설정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날짜
• 숫자
• 문자열
• 문자열 목록

콘솔이나 UpdateIndex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든 후에
는 예약된 필드와 마찬가지로 이 필드를 문서 속성에 매핑합니다.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에 문서를 추가한 경우 API를 사용하여 속성을 매핑합니다. Amazon S3데이터 소스에서 인덱싱된 문서의 경
우 문서 특성을 설명하는 JSON 구조가 포함된 메타데이터 파일을 사용하여 속성을 매핑합니다. 필드 매핑을 
허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소스로 인덱싱된 문서의 경우 콘솔이나 데이터 소스 구성을 사용하여 속
성을 매핑합니다.

BatchPutDocument API로 사용자 지정 속성 또는 필드 
추가
BatchPutDocument (p. 607)API를 사용하여 색인에 문서를 추가할 때는 사용자 지정 필드나 속성을 의 일
부로 지정합니다Attributes. API를 호출할 때 여러 필드 또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개의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문서에 “부서”를 추가하는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입니다.

"Attributes":  
    { 
        "Department": "HR", 
        "_category": "Vacation policy" 
    }

Amazon S3데이터 원본에 사용자 지정 특성 또는 필드 
추가
S3 버킷을 인덱스의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첨부 메타데이터 파일과 함께 문서에 메타데이터를 추가
합니다. 메타데이터 JSON 파일은 문서와 평행인 디렉터리 구조에 배치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S3문
서 메타데이터 (p. 244)을 참조하세요.

AttributesJSON 구조에서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을 지정합니다. 최대 500개의 사용자 지정 필드 또
는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제에서는 세 개의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과 하나의 예약 
필드를 정의하는Attributes 데 사용합니다.

"Attributes": { 
        "brand": "Amazon Basics", 
        "price":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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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category": "sports", 
        "subcategories": ["outdoors", "electronics"] 
    } 
    

색인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색인의 특정 문서에 액세스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특정 문서를 볼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을 제어할 수 있습
니다. 이를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이점이 있는 일종의 개인
화된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모든 팀이 회사의 일급 기밀 문서에 액세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서가 모든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극비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특정 사용자 또는 팀 그룹만 검색 결과에서 이러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은 다음 토큰 유형을 사용하여 토큰 기반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 OpenID
• 공유 비밀을 사용하는 JWT
• 퍼블릭 릭 릭 릭 릭 릭 키를 사용하는 JWT
• JSON

Amazon Kendra검색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매우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검색을 제공합니다. 검색 결과는 조직
의 보안 모델을 반영합니다. 고객은 검색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사용자를 인증하고 권한을 부
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검색 시Amazon Kendra 서비스는 고객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한 사용자 ID를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고 크롤링/인덱싱 시간 동안Amazon Kendra 커넥터에서 수집한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문서화합니다. 검색 결과는 원본 문서 저장소를 가리키는 URL과 짧은 발췌문을 반환합니다. 
전체 문서에 대한 액세스는 원본 저장소에 계속 적용됩니다.

주제
• OpenID 사용하기 (p. 110)
• JSON 웹 토큰 (JSON 웹 토큰) 사용 (p. 112)
• JSON 웹 토큰 (JW (p. 114)
• JSON 사용 (p. 116)

OpenID 사용하기
액세스 제어에 OpenID 토큰을 사용하도록Amazon Kendra 인덱스를 구성하려면 OpenID 공급자의 JWKS 
(JSON 웹 키 세트) URL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JWKS URL은 다음과 같은 형식입니다 (OpenID 검색
을 따르는 경우)https://domain-name/.well_known/jwks.json.

다음 예제는 인덱스를 만들 때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위해 OpenID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onsole

1. 색인 생성을 선택하여 새 색인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2. 색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색인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IAM역할에서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고 역할 이름을 지정하여 새 역할을 생성

합니다. IAM 역할에는 접두사 "AmazonKendra- “가 붙습니다.
4. 다른 모든 필드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액세스 제어 구성 페이지의 액세스 제어 설정에서 [예] 를 선택하여 액세스 제어에 토큰을 사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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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큰 구성에서 OpenID 토큰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7. 서명 키 URL을 지정합니다. URL은 JSON 웹 키 세트를 가리켜야 합니다.
8. 고급 구성에서 선택 사항:

a. ACL 검사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b. ACL 검사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그룹을 지정합니다.
c. 토큰 발급자를 검증할 발급자를 지정합니다.
d. 클라이언트 ID를 지정합니다. JWT의 대상과 일치하는 정규 표현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9. 프로비저닝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개발자 버전을 선택합니다.
10. 생성을 선택하여 색인을 생성합니다.
11. 색인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Amazon Kendra인덱스의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작업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CLI

JSON 입력 파일을AWS CLI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들려면 먼저 원하는 매개 변수로 JSON 파일을 만드
십시오.

{ 
    "Name": "user-context", 
    "Edition": "ENTERPRISE_EDITION", 
    "RoleArn": "arn:aws:iam::account-id:role:/my-role", 
    "UserTokenConfigurations": [ 
        { 
            "JwtTokenTypeConfiguration": { 
                "KeyLocation": "URL", 
                "Issuer": "optional: specify the issuer url", 
                "ClaimRegex": "optional: regex to validate claims in the token", 
                "UserNameAttributeField": "optional: user", 
                "GroupAttributeField": "optional: group", 
                "URL": "https://example.com/.well-known/jwks.json" 
            } 
        } 
    ], 
    "UserContextPolicy": "USER_TOKEN"
}

기본 사용자 및 그룹 필드 이름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UserNameAttributeField 기본값은 “사
용자”입니다. 의GroupAttributeField 기본값은 “그룹”입니다.

그런 다음 입력 파일을create-index 사용하여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JSON 파일 이름이create-
index-openid.json 인 경우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kendra create-index --cli-input-json file://create-index-openid.json

Python

response = kendra.create_index( 
    Name='user-context', 
    Edition='ENTERPRISE_EDITION', 
    RoleArn='arn:aws:iam::account-id:role:/my-role', 
    UserTokenConfigurations=[ 
        { 
            "JwtTokenTypeConfiguration": { 
                "KeyLocation": "URL", 
                "Issuer": "optional: specify the issuer url", 
                "ClaimRegex": "optional: regex to validate claims in the 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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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NameAttributeField": "optional: user", 
                "GroupAttributeField": "optional: group", 
                "URL": "https://example.com/.well-known/jwks.json" 
            } 
        } 
    ], 
    UserContextPolicy='USER_TOKEN'
)

JSON 웹 토큰 (JSON 웹 토큰) 사용
다음 예제는 인덱스를 만들 때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위해 공유 암호 토큰과 함께 JSON 웹 토큰 (JWT) 을 사
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onsole

1. 색인 생성을 선택하여 새 색인 생성을 시작합니다.
2. 색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색인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IAM 역할의 경우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고 역할 이름을 지정하여 새 역할을 생

성합니다. IAM 역할에는 접두사 "AmazonKendra- “가 붙습니다.
4. 다른 모든 필드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액세스 제어 구성 페이지의 액세스 제어 설정에서 [예] 를 선택하여 액세스 제어에 토큰을 사

용합니다.
6. 토큰 구성에서 공유 암호가 포함된 JWT를 토큰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7. 공유 암호 서명을 위한 매개 변수에서 암호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존AWS Secrets Manager 공유 암

호를 사용하거나 새 공유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공유 암호를 만들려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a. 새AWS Secrets Manager 비밀번호에서 시크릿 이름을 지정합니다. 퍼블릭 키
를AmazonKendra- 저장하면 접두사가 추가됩니다.

b. 키 ID를 지정합니다. kid 는 토큰의 JSON 웹 서명을 보호하는 데 어떤 키가 사용되었는지 나타
내는 힌트입니다.

c. 토큰의 서명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ID 토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R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SA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d. base64 URL 인코딩 암호를 입력하여 공유 암호를 지정합니다. 암호 생성을 선택하여 암호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가 base64 URL로 인코딩된 암호인지 확인해야 합
니다.

e. (선택 사항) 공유 암호가 유효한 시기를 지정합니다. 암호의 유효 시작 날짜 및 시간, 유효 기간 
종료 날짜 및 시간을 지정하거나 둘 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는 지정된 간격 동안 유효합
니다.

f. 새 암호를 저장하려면 암호 저장을 선택합니다.
8. (선택 사항) 고급 구성에서:

a. ACL 검사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b. ACL 검사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그룹을 지정합니다.
c. 토큰 발행자를 검증할 발급자를 지정합니다.
d. 클레임 ID를 지정합니다. JWT의 대상 그룹과 일치하는 정규 표현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9. 프로비저닝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개발자 에디션을 선택합니다.
10. [Create] 를 선택하여 색인을 생성합니다.
11. 색인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Amazon Kendra인덱스용 하드웨어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이 작

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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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내부에 공유 비밀번호가 포함된 JWT 토큰을 사용할 수AWS Secrets Manager 있습니다. 암호는 
base64-URL인코딩된 암호여야 합니다. Secrets ManagerARN이 필요하며 해당Amazon Kendra 역
할이GetSecretValueSecrets Manager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를 사용하여Secrets 
Manager 리소스를 암호화하는 경우 역할에 암호 해독 작업에도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AWS KMS

JSON 입력 파일을AWS CLI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들려면 먼저 원하는 파라미터로 JSON 파일을 만드십
시오.

{ 
    "Name": "user-context", 
    "Edition": "ENTERPRISE_EDITION", 
    "RoleArn": "arn:aws:iam::account-id:role:/my-role", 
    "UserTokenConfigurations": [ 
        { 
            "JwtTokenTypeConfiguration": { 
                "KeyLocation": "SECRET_MANAGER", 
                "Issuer": "optional: specify the issuer url", 
                "ClaimRegex": "optional: regex to validate claims in the token", 
                "UserNameAttributeField": "optional: user", 
                "GroupAttributeField": "optional: group", 
                "SecretManagerArn": "arn:aws:secretsmanager:us-west-2:account 
 id:secret:/my-user-context-secret
            } 
        } 
    ],     
    "UserContextPolicy": "USER_TOKEN"
}

기본 사용자 및 그룹 필드 이름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UserNameAttributeField 기본값은 
“user”입니다. 의GroupAttributeField 기본값은 “그룹”입니다.

그런 다음 입력 파일을create-index 사용하여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JSON 파일 이름이create-
index-openid.json 인 경우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kendra create-index --cli-input-json file://create-index-openid.json

암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어야 합니다AWS Secrets Manager.

{ 
  "keys": [ 
    { 
      "kid": "key_id", 
      "alg": "HS256|HS384|HS512", 
      "kty": "OCT",  
      "use": "sig", //this value can be sig only for now 
      "k": "secret", 
      "nbf":"ISO1806 date format" 
      "exp":"ISO1806 date format" 
    } 
  ]
}

JW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wt.io를 참조하십시오.
Python

내부에 공유 비밀번호가 포함된 JWT 토큰을 사용할 수AWS Secrets Manager 있습니다. 암호는 
base64-URL인코딩된 암호여야 합니다. Secrets ManagerARN이 필요하며 해당Amazon Kendra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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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GetSecretValueSecrets Manager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를 사용하여Secrets 
Manager 리소스를 암호화하는 경우 역할에 암호 해독 작업에도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AWS KMS

response = kendra.create_index( 
    Name='user-context', 
    Edition='ENTERPRISE_EDITION', 
    RoleArn='arn:aws:iam::account-id:role:/my-role', 
    UserTokenConfigurations=[ 
        { 
            "JwtTokenTypeConfiguration": { 
                "KeyLocation": "URL", 
                "Issuer": "optional: specify the issuer url", 
                "ClaimRegex": "optional: regex to validate claims in the token", 
                "UserNameAttributeField": "optional: user", 
                "GroupAttributeField": "optional: group", 
                "SecretManagerArn": "arn:aws:secretsmanager:us-west-2:account 
 id:secret:/my-user-context-secret" 
            } 
        } 
    ], 
    UserContextPolicy='USER_TOKEN'
)

JSON 웹 토큰 (JW
다음 예제는 인덱스를 만들 때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위해 인증서 토큰이 포함된 JSON 웹 토큰 (JWT) 을 사
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JW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wt.io를 참조하십시오.

Console

1. 색인 생성을 선택하여 새 색인 생성을 시작합니다.
2. 색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색인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IAM 역할의 경우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고 역할 이름을 지정하여 새 역할을 생

성합니다. IAM 역할에는 접두사 "AmazonKendra- “가 붙습니다.
4. 다른 모든 필드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액세스 제어 구성 페이지의 액세스 제어 설정에서 [예] 를 선택하여 액세스 제어에 토큰을 사

용합니다.
6. 토큰 구성에서 공개 키를 토큰 유형으로 사용하는 JWT를 선택합니다.
7. 공개 키 서명을 위한 매개 변수에서 암호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존AWS Secrets Manager 암호를 사

용하거나 새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암호를 만들려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a. 새AWS Secrets Manager 비밀번호에서 시크릿 이름을 지정합니다. 퍼블릭 키
를AmazonKendra- 저장하면 접두사가 추가됩니다.

b. 키 ID를 지정합니다. kid 는 토큰의 JSON 웹 서명 (JSON 웹 서명 (JSON 웹 서명 (JSON 웹 서
명 (JSON 웹 서명 (JSON 웹 서명 (JSON 웹 서명 (JWeb

c. 토큰의 서명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ID 토큰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R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SA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d. 인증서 특성에서 선택적 인증서 체인을 지정합니다. 인증서 체인은 인증서 목록으로 구성됩니
다. 서버의 인증서로 시작하고 루트 인증서로 끝납니다.

e. 선택 사항: 지문 또는 지문을 지정합니다. 모든 인증서 데이터 및 해당 서명에 대해 계산된 인증
서의 해시여야 합니다.

f. 지수를 지정합니다. RSA 공개 키의 지수 값입니다. 이 값은 Base64urlUInt 인코딩 값으로 표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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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모듈러스를 지정합니다. RSA 공개 키의 지수 값입니다. 이 값은 Base64urlUInt 인코딩 값으로 
표현됩니다.

h. 키 저장을 선택하여 새 키를 저장합니다.
8. 고급 구성에서의 선택 사항:

a. ACL 검사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b. ACL 검사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그룹을 지정합니다.
c. 토큰 발행자를 검증할 발급자를 지정합니다.
d. 클라이언트 ID를 지정합니다. JWT의 대상 그룹과 일치하는 정규 표현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9. 프로비저닝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개발자 에디션을 선택합니다.
10. [Create] 를 선택하여 색인을 생성합니다.
11. 색인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Amazon Kendra인덱스용 하드웨어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이 작

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CLI

JWT를 퍼블릭 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Secrets Manager. Secrets ManagerARN이 필요하며 
해당Amazon Kendra 역할이GetSecretValueSecrets Manager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를 사용하여Secrets Manager 리소스를 암호화하는 경우 역할에 암호 해독 작업에도 액세스할 수 있어
야 합니다.AWS KMS

JSON 입력 파일을AWS CLI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들려면 먼저 원하는 파라미터로 JSON 파일을 만드십
시오.

{ 
    "Name": "user-context", 
    "Edition": "ENTERPRISE_EDITION", 
    "RoleArn": "arn:aws:iam::account id:role:/my-role", 
    "UserTokenConfigurationList": [ 
        { 
            "JwtTokenTypeConfiguration": { 
                "KeyLocation": "SECRET_MANAGER", 
                "Issuer": "optional: specify the issuer url", 
                "ClaimRegex": "optional: regex to validate claims in the token", 
                "UserNameAttributeField": "optional: user", 
                "GroupAttributeField": "optional: group", 
                "SecretManagerArn": "arn:aws:secretsmanager:us-west-2:account 
 id:secret:/my-user-context-secret
            } 
        } 
    ],    "UserContextPolicy": "USER_TOKEN"
}

기본 사용자 및 그룹 필드 이름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UserNameAttributeField 기본값은 
“user”입니다. 의GroupAttributeField 기본값은 “그룹”입니다.

다음으로 입력 파일을create-index 사용하여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JSON 파일 이름이create-
index-openid.json 인 경우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kendra create-index --cli-input-json file://create-index-openid.json

암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어야 합니다Secrets Manager.

{ 
  "key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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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g": "RS256|RS384|RS512", 
      "kty": "RSA", //this can be RSA only for now 
      "use": "sig", //this value can be sig only for now 
      "n": "modulus of standard pem", 
      "e": "exponent of standard pem", 
      "kid": "key_id", 
      "x5t": "certificate thumprint for x.509 cert", 
      "x5c": [ 
        "certificate chain" 
      ] 
    } 
  ]
}

JW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wt.io를 참조하십시오.
Python

response = kendra.create_index( 
    Name='user-context', 
    Edition='ENTERPRISE_EDITION', 
    RoleArn='arn:aws:iam::account id:role:/my-role', 
    UserTokenConfigurationList=[ 
        { 
            "JwtTokenTypeConfiguration": { 
                "KeyLocation": "URL", 
                "Issuer": "optional: specify the issuer url", 
                "ClaimRegex": "optional: regex to validate claims in the token", 
                "UserNameAttributeField": "optional: user", 
                "GroupAttributeField": "optional: group", 
                "SecretManagerArn": "arn:aws:secretsmanager:us-west-2:account 
 id:secret:/my-user-context-secret" 
            } 
        } 
    ], 
    UserContextPolicy='USER_TOKEN'
)

JSON 사용
다음 예에서는 인덱스를 만들 때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위해 인증서 토큰이 포함된 JWT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Warning

JSON 토큰은 검증되지 않은 페이로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서버에서 요청이Amazon Kendra 오
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브라우저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Console

1. 색인 생성을 선택하여 새 색인 생성을 시작합니다.
2. 색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색인에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IAM역할에서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고 역할 이름을 지정하여 새 역할을 생성

합니다. IAM역할에는 접두사 "AmazonKendra- “가 붙습니다.
4. 다른 모든 필드는 기본값으로 둡니다.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액세스 제어 구성 페이지의 액세스 제어 설정에서 [예] 를 선택하여 액세스 제어에 토큰을 사

용합니다.
6. 토큰 구성에서 토큰 유형으로 JSON을 선택합니다.
7. ACL 검사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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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CL 검사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그룹을 지정합니다.
9.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10. 프로비저닝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개발자 에디션을 선택합니다.
11. [Create] 를 선택하여 색인을 생성합니다.
12. 색인이 생성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Amazon Kendra인덱스용 하드웨어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이 작

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CLI

JSON 입력 파일을AWS CLI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들려면 먼저 원하는 파라미터로 JSON 파일을 만드십
시오.

{ 
    "Name": "user-context", 
    "Edition": "ENTERPRISE_EDITION", 
    "RoleArn": "arn:aws:iam::account-id:role:/my-role", 
    "UserTokenConfigurations": [ 
        { 
            "JsonTokenTypeConfiguration": { 
                "UserNameAttributeField": "user", 
                "GroupAttributeField": "group" 
            } 
        } 
    ], 
    "UserContextPolicy": "USER_TOKEN"
}

그런 다음 입력 파일을create-index 사용하여 호출합니다. 예를 들어 JSON 파일 이름이create-
index-openid.json 인 경우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kendra create-index --cli-input-json file://create-index-openid.json

Open I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JSON 형식으로 토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그럴 경우 JSON 토큰에서 사용자 이름을 포함하는 필드와 그룹을 
포함하는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룹 필드 값은 JSON 문자열 배열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ML
을 사용하는 경우 토큰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username" : "user1",  
     "groups": [ 
        "group1",  
        "group2" 
     ]
}

TokenConfiguration는 사용자 이름과 그룹 필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 
    "UserNameAttributeField":"username", 
    "GroupAttributeField":"groups"
}

Python

response = kendra.create_index( 
    Name='user-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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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ion='ENTERPRISE_EDITION', 
    RoleArn='arn:aws:iam::account-id:role:/my-role', 
    UserTokenConfigurationList=[ 
        { 
            "JwtTokenTypeConfiguration": { 
                "UserNameAttributeField": "user", 
                "GroupAttributeField": "group", 
            } 
        } 
    ], 
    UserContextPolicy='USER_TO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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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커넥터 생성
문서에 연결 및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구글 드라이브 및 기타 여러 공급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만들 때 원본 리포지토리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Amazon Kendra. 문서를 
색인에 직접 추가하는 것과 달리 정기적으로 데이터 원본을 스캔하여 색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 버킷에 저장된 세금 문서 저장소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때때로 기존 문서가 변경되고 새 
문서가 저장소에 추가됩니다. 리포지토리를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으로 추가하면 데이터 원본과 인덱
스 간에 주기적인 동기화를 설정하여 인덱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콘솔이나StartDataSourceSyncJob (p. 789)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덱스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도록 일정을 설정합니다.

인덱스는 둘 이상의 데이터 소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원본에는 고유한 업데이트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문서의 색인을 매일 또는 매시간 업데이트하고 아카이브가 변경될 때마다 보관된 
문서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통합 프로세스 중에 문서 메타데이터나 속성 및 콘텐츠를 변경하려면 Amazon Kendra사용자 지정 문서 
강화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각 문서 ID는 색인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고유한 ID로 문서를 인덱싱하는 데이터 소스를 만든 다
음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동일한 문서를 인덱싱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
이터 원본을 삭제한 다음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동일한 문서를 인덱싱하거나 그 반대로 인덱
싱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일정 설정
콘솔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원본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Schedule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업
데이트하도록 데이터 원본을 구성합니다. 매개 변수의 내용은cron -format 일정 문자열이나 인덱스가 요청 
시 업데이트됨을 나타내는 빈 문자열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크론 표현식의 형식은 Amazon CloudWatch 
Events사용 설명서의 규칙용 일정 표현식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Kendracron 표현식만 지원합니다. 요금 
표현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언어 설정
지원되는 언어로 데이터 소스의 모든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호출할 때 데이터 원본에 있는 모든 문서
의 언어 코드를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문서의 메타데이터 필드에 언어 코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문서는 데이터 원본 수준에서 모든 문서에 지정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여 인덱싱됩니다. 언어를 지정하지 않
으면 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데이터 원본의 문서를Amazon Kendra 인덱싱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
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콘솔을 사용하여 지원되는 언어로 데이터 소스의 모든 문서를 인덱싱합니다.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하여 데이
터 원본을 편집하거나 새 데이터 원본을 추가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 세부 정
보 지정 페이지의 드롭다운 언어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를 선택하거나 구성 정보를 계속 입력하여 
데이터 소스에 연결합니다.

데이터 원본 커넥터
이 섹션에서는AWS 콘솔 및Amazon Kendra 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
이터 소스 리포지토리에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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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p. 120)
• 알프레스코 (p. 234)
• Amazon S3 (p. 238)
• Amazon RDS/Aurora (p. 246)
• Amazon FSx (p. 250)
• Amazon Kendra웹 크롤러 (p. 254)
• Amazon WorkDocs (p. 259)
• Box(상자) (p. 262)
• Confluence (p. 266)
• 사용자 정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 (p. 276)
• 드롭박스 (p. 282)
• GitHub (p. 286)
• Gmail (p. 290)
• Google Drive (p. 295)
• 지라 (p. 304)
• Microsoft Exchange (p. 307)
•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p. 311)
•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p. 319)
• Microsoft 팀즈 (p. 335)
• Microsoft Yammer (p. 340)
• 경구 (p. 344)
• Salesforce (p. 347)
• ServiceNow (p. 356)
• Slack (p. 367)
• Zendesk (p. 371)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다음은 템플릿이 지원되는 데이터 원본의 템플릿 스키마입니다.

주제
• Amazon S3템플릿 스키마 (p. 121)
• 컨플루언스 템플릿 스키마 (p. 123)
• 드롭박스 템플릿 스키마 (p. 132)
• Gmail 템플릿 스키마 (p. 137)
• 구글 드라이브 템플릿 스키마 (p. 143)
•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템플릿 스키마 (p. 149)
•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템플릿 스키마 (p. 156)
•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템플릿 스키마 (p. 160)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템플릿 스키마 (p. 170)
• 마이크로소프트 해머 템플릿 스키마 (p. 180)
• 세일즈포스 템플릿 스키마 (p. 186)
• ServiceNow 템플릿 스키마 (p. 219)
• Zendesk 템플릿 스키마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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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템플릿 스키마
템플릿 구성의 일부로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포함합니다. 연결 구성 또는 리포지토리 엔드포
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S3 버킷의 이름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 및 기타 필요한 구성을 지정
하십시오.S3 그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3 JSON 스키마 (p. 121)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소스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BucketName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 포함 패턴
• 제외 패턴
• 포함 접두사
• 제외 접두사

Amazon S3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
나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
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
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lConfigurationFile경로 Amazon Kendra색인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
하는 파일 경로입니다.

metadataFilesPrefix 메타데이터 파일의 버킷 내 위치입니다.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스S3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버전 지원되는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S3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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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BucketName": { 
              "type": "string" 
            } 
          }, 
          "required": [ 
            "BucketName"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docu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required": [ 
        "document"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inclusionPatter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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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ray" 
        }, 
        "exclusionPatterns": { 
          "type": "array" 
        }, 
        "inclusionPrefixes": { 
          "type": "array" 
        }, 
        "exclusionPrefixes": { 
          "type": "array" 
        }, 
        "aclConfigurationFilePath": { 
          "type": "string" 
        }, 
        "metadataFilesPrefix": { 
          "type": "string" 
        } 
      }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ULL_CRAWL", 
        "FORCED_FULL_CRAWL" 
      ] 
    }, 
    "type": { 
      "type": "string", 
      "pattern": "S3"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type", 
    "syncMode", 
    "repositoryConfigurations" 
  ]
}

컨플루언스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Confluence 호스트 
URL, 호스팅 방법 및 인증 유형을 연결 구성 또는 리포지토리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인증 자격 증명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하십시오.CONFLUENCEV2 그
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플루언스 JSON 스키마 (p. 126)를 참조하세
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소스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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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호스트 URL Confluence 인스턴스의 URL입니다. 예: https://
example.confluence.com.

유형 Confluence 인스턴스의 호스팅 방법 
(SAAS및ON_PREM 여부)

authType Confluence 인스턴스의 인증 방법 (BasicOAuth2, 
또는Personal-token 여부)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공백
•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블로그
• comment
• attachment

Confluence 스페이스, 페이지, 블로그, 댓글 및 첨
부 파일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매핑하는 객체 목록입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
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 inclusionSpaceKey필터
• exclusionSpaceKey필터
• pageTitleRegEX
• blogTitleRegEX
• commentTitleRegEX
• attachmentTitleRegEX
• inclusionFileType패턴
• exclusionFileType패턴
• inclusionUrlPatterns
• exclusionUrlPatterns
• 프록시 URL
• 프록시 포트

Confluence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포함 또는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
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
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sCrawlPersonal우주
• isCrawlArchived우주
• isCrawlArchived페이지
• isCrawlPage
• isCrawlBlog
• isCrawlPage논평
• isCrawlPage첨부파일
• isCrawlBlog논평
• isCrawlBlog첨부파일

trueConfluence 개인 스페이스, 페이지, 블로그, 페
이지 댓글, 페이지 첨부 파일, 블로그 댓글 및 블로그 
첨부 파일의 파일을 인덱싱합니다.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CONFLUENCEV2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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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
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
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
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Secret RN Confluence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
값 페어가 포함된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
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username": "Confluence account user name",
"password": "Confluence API token"
}

OAuth 2.0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에는 다음 키
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confluenceAppKey": "app key for your 
 Confluence account",
"confluenceAppSecret": "app secret from 
 your Confluence token",
"confluenceAccessToken": "access token 
 created in Confluence",
"confluenceRefreshToken": "refresh token 
 created in Confluence"
}

개인용 액세스 토큰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patToken": "Confluence token"
}

버전 현재 지원되는 이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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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플루언스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hostUrl": { 
              "type": "string", 
              "pattern": "https:.*" 
            }, 
            "type": { 
              "type": "string", 
              "enum": [ 
                "SAAS", 
                "ON_PREM" 
              ] 
            }, 
            "authType": { 
              "type": "string", 
              "enum": [ 
                "Basic", 
                "OAuth2", 
                "Personal-token" 
              ] 
            } 
          }, 
          "required": [ 
            "hostUrl", 
            "type", 
            "authType"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spac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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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pag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blog": { 
          "typ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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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om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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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inclusionSpaceKeyFilter": { 
          "type": "array",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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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 
        }, 
        "exclusionSpaceKey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pageTitleRegEX":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blogTitleRegEX":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ommentTitleRegEX":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attachmentTitleRegEX":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sCrawlPersonalSpace": { 
          "type": "boolean" 
        }, 
        "isCrawlArchivedSpace": { 
          "type": "boolean" 
        }, 
        "isCrawlArchivedPage": { 
          "type": "boolean" 
        }, 
        "isCrawlPage": { 
          "type": "boolean" 
        }, 
        "isCrawlBlog": { 
          "type": "boolean" 
        }, 
        "isCrawlPageComment": { 
          "type": "boolean" 
        }, 
        "isCrawlPageAttachment": { 
          "type": "boolean" 
        }, 
        "isCrawlBlogComment": { 
          "type": "boolean" 
        }, 
        "isCrawlBlogAttachment": { 
          "type": "boolean" 
        }, 
        "in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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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Url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Url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proxyUrl": { 
          "type": "string" 
        }, 
        "proxyPort": { 
          "type": "string" 
        } 
      }, 
      "required": [] 
    }, 
    "type": { 
      "type": "string", 
      "pattern": "CONFLUENCEV2" 
    }, 
    "enableIdentityCrawler": { 
      "type": "boolean"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ULL_CRAWL", 
        "FORCED_FULL_CRAWL" 
      ]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syncMode", 
    "additionalProperties", 
    "secretArn", 
    "ty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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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박스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인증 자격 증
명을 저장하는 암호의 일부로 Dropbox 앱 키, 앱 암호 및 액세스 토큰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
형DROPBOX, 사용하려는 액세스 토큰 유형 (임시 또는 영구) 및 기타 필요한 구성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전
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롭박스 JSON 스키마 (p. 133)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소스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이 데
이터 소스는 의 엔드포인트를 지정하지 않습니
다repositoryEndpointMetadata. 대신, 연결 
정보는 사용자가 제공한AWS Secrets Manager 암
호에 포함됩니다secretArn.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file
• paper
• 종이
• 지름길

Dropbox 파일, Dropbox Paper 및 바로가기의 속성
이나 필드 이름을Amazon Kendra 색인 필드 이름에 
매핑하는 개체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Dropbox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Secret RN Dropbox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
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
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ppKey": "Dropbox app key", 
    "appSecret": "Dropbox app secret", 
    "accesstoken": "temporary access token 
 or refresh access token"
}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포함 패턴 Dropbox 데이터 원본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
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
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
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패턴 Dropbox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
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
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제외 패턴이 우선 적
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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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크롤링 파일
• 크롤링 페이퍼
• 크롤링 페이퍼
• 크롤링 바로가기

trueDropbox, Dropbox Paper 문서, Dropbox 
Paper 템플릿 및 Dropbox에 저장된 웹 페이지 바로 
가기에 있는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DROPBOX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useChangeLog trueDropbox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추
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해야 하는 문서를 결정하려
면 입니다. 모든 문서를 사용하는Amazon Kendra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토큰 유형 액세스 토큰 유형 (영구 또는 임시 액세스 토큰) 을 
지정합니다. 4시간 후에 만료되는 일회성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것보다 Dropbox에서 만료되지 않
는 새로 고침 액세스 토큰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Dropbox 개발자 콘솔에서 앱과 새로 고침 액세스 토
큰을 만들고 비밀로 액세스 토큰을 입력합니다.

버전 현재 지원되는 이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드롭박스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fil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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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paper":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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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paper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shortcu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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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 
    "secretArn": { 
      "type": "string"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inclusionPatterns": { 
          "type": "array" 
        }, 
        "exclusionPatterns": { 
          "type": "array" 
        }, 
        "crawlFile": { 
          "type": "boolean" 
        }, 
        "crawlPaper": { 
          "type": "boolean" 
        }, 
        "crawlPapert": { 
          "type": "boolean" 
        }, 
        "crawlShortcut": { 
          "type": "boolean" 
        } 
      } 
    }, 
    "type": { 
      "type": "string", 
      "pattern": "DROPBOX" 
    }, 
    "useChangeLog": { 
      "type": "string", 
      "enum":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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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 
    }, 
    "tokenType": { 
      "type": "string", 
      "enum": [ 
        "PERMANENT", 
        "TEMPORARY"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additionalProperties", 
    "useChangeLog", 
    "secretArn", 
    "type", 
    "tokenType" 
  ]
}

Gmail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데이터 소스 
유형을 인증 자격 증명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합니다.GMAIL 그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메일 JSON 스키마 (p. 139)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소스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입니다.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유형과 비밀 ARN을 지정합
니다.

• message
• 첨부 파일

Gmail 메시지 및 첨부 파일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
을Amazon Kendra 인덱스에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
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
요. Gmail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파일 시스템 사
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 inclusionLabelName패턴
• exclusionLabelName패턴
• inclusionAttachmentType패턴

Gmail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제목 이름을 포함시키
거나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
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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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exclusionAttachmentType패턴
• inclusionAttachmentName패턴
• exclusionAttachmentName패턴
• inclusionSubjectFilter
• exclusionSubjectFilter
• isSubjectAnd
• inclusionFromFilter
• exclusionFromFilter
• inclusionToFilter
• exclusionToFilter
• inclusionCcFilter
• exclusionCcFilter
• inclusionBccFilter
• exclusionBccFilter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
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eforeDateFilter 특정 날짜 이전에 포함할 메시지와 첨부 파일을 지
정합니다.

afterDateFilter 특정 날짜 이후에 포함할 메시지와 첨부 파일을 지
정합니다.

isCrawlAttachment 첨부 파일을 크롤링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부
울 값입니다. 메시지가 자동으로 크롤링됩니다.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GMAIL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shouldCrawlDraft메세지 초안 메시지를 크롤링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부울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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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영구적으로 삭제된 Gmail 메시지, 신규, 수
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를 업데이트
하는 API가 없기 때문에:

• Gmail에서 영구 삭제된 메시지는
Amazon Kendra 색인에서 삭제되지 않
습니다.

• Gmail 이메일 라벨의 변경사항이 동기화
되지 않음

Gmail 데이터 소스 라벨 변경 사항과 영구 
삭제된 이메일 메시지를Amazon Kendra 
색인에 동기화하려면 전체 크롤링을 주기
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Secret RN Gmail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
된 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dminAccountEmailId": "${adminAccountEmailId}", 
    "clientEmailId": "${clientEmailId}", 
    "privateKey": "${privateKey}"
}

버전 현재 지원되는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지메일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 
    }, 
    "repositoryConfigur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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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object", 
      "properties": { 
        "messag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attachments":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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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inclusionLabel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Label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Attachment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Attachment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Attachment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Attachment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Subject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Subject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sSubjectAnd": { 
          "type": "boolean" 
        }, 
        "inclusionFrom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rom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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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clusionTo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To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c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c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Bcc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Bcc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beforeDateFilter": { 
          "anyOf": [ 
            { 
              "type": "string", 
              "pattern": "^[0-9]{4}-[0-9]{2}-[0-9]{2}T[0-9]{2}:[0-9]{2}:[0-9]{2}Z$" 
            }, 
            { 
              "type": "string", 
              "pattern": "" 
            } 
          ] 
        }, 
        "afterDateFilter": { 
          "anyOf": [ 
            { 
              "type": "string", 
              "pattern": "^[0-9]{4}-[0-9]{2}-[0-9]{2}T[0-9]{2}:[0-9]{2}:[0-9]{2}Z$" 
            }, 
            { 
              "type": "string", 
              "pattern": "" 
            } 
          ] 
        }, 
        "isCrawlAttachment": { 
          "type": "boolean" 
        }, 
        "shouldCrawlDraftMess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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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boolean" 
        } 
      }, 
      "required": [ 
        "isCrawlAttachment", 
        "shouldCrawlDraftMessages" 
      ] 
    }, 
    "type" : { 
      "type" : "string", 
      "pattern": "GMAIL"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ORCED_FULL_CRAWL", 
        "FULL_CRAWL" 
      ] 
    }, 
    "secretArn": { 
      "type": "string"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additionalProperties", 
    "syncMode", 
    "secretArn", 
    "type" 
  ]
}

구글 드라이브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데이터 소스 유형
을 인증 자격 증명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합니다.GOOGLEDRIVE2 그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JSON 스키마 (p. 145)를 참조하
세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 
소스는 엔드포인트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인증 유형
을 선택합니다:serviceAccount 및OAuth2. 연결 
정보는 사용자가 제공한AWS Secrets Manager 암
호에 포함됩니다secret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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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authType 사용serviceAccount 사례에OAuth2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file
• comment

Google Drive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는 Drive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는Amazon Kendra 
Drive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
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oogle 드라이브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 iScrawl 댓글 true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의 댓글 색인을 
생성하려면

• excludeUserAccounts
• excludeSharedDrives
• excludeMimeTypes
• exclusionFileType패턴
• exclusionFileName패턴
• exclusionFilePath필터

Google Drive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
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ncludeUserAccounts
• includeSharedDrives
• includeMimeTypes
• inclusionFileType패턴
• inclusionFileName패턴
• inclusionFilePath필터

Google Drive 데이터 원본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
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
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
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GOOOGLEDRIVEV2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
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
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
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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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Secret RN Google 드라이브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
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Google 서비스 계정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clientEmail": "service account email",
    "adminAccountEmail": "user account 
 email",
    "privateKey": "private key"
}

OAuth 2.0 인증을 사용하는 수 있습니다.

{ 
    "clientID": "OAuth client ID",
    "clientSecret": "client secret",
    "refreshToken": "refresh token"
}

버전 현재 지원되는 이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authType": { 
              "type": "string", 
              "enum": [ 
                "serviceAccount", 
                "OAut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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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quired": [ 
            "authType"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fil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STRING_LIST",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om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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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STRING_LIST"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isCrawlComment": { 
          "type": "boolean" 
        }, 
        "excludeUserAccount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deSharedDrive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deMimeType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deUserAccount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deSharedDrives": { 
          "type": "array",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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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 
        }, 
        "includeMimeType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Path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Path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 
    }, 
    "type": { 
      "type": "string", 
      "pattern": "GOOGLEDRIVEV2" 
    }, 
    "enableIdentityCrawler": { 
      "type": "boolean"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ORCED_FULL_CRAWL", 
        "FULL_CRAWL", 
        "CHANGE_LOG" 
      ]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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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syncMode", 
    "additionalProperties", 
    "secretArn", 
    "type" 
  ]
}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연결 구성 또는 리
포지토리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테넌트 ID를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인증 자격 증명
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하십시오.MSEXCHANGE 그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
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JSON 스키
마 (p. 150)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소스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테넌트 ID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 ID 테넌트 ID는 Azure 
Active Directory 포털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mail
• attachment
• 일정
• 연락처
• 노트

Exchange 데이터 원본의 특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
핑하는 개체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Exchange 사
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Secret RN Exchange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
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
소스 이름 (ARN) 입니다. 여기에는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비밀번호가 포함됩니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포함 패턴 Exchange 데이터 원본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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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
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패턴 Exchange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
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크롤링 캘린더
• 크롤링 노트
• 크롤링 연락처

true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원본에서 이 콘텐
츠를 인덱싱하려면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MSEXCHANG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
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
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
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현재 지원되는 이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JSON 스키마

{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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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tenantId": { 
              "type": "string", 
              "pattern": "^[0-9a-f]{8}-[0-9a-f]{4}-[0-9a-f]{4}-[0-9a-f]{4}-[0-9a-f]{12}$", 
              "minLength": 36, 
              "maxLength": 36 
            } 
          }, 
          "required": ["tenantId"] 
        }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email":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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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um": ["STRING", "DATE","LONG"]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alendar":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ontacts":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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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notes":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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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required": ["email"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inclusion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UsersList":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format": "email" 
          } 
        }, 
        "exclusionUsersList":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format": "email" 
          } 
        }, 
        "s3bucketName": { 
          "type": "string" 
        }, 
        "inclusionUsersFileName": { 
          "type": "string" 
        }, 
        "exclusionUsersFileName": { 
          "type": "string" 
        }, 
        "inclusionDomainUser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DomainUser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rawlCalendar": { 
          "type": "boolean" 
        }, 
        "crawlNotes": { 
          "type": "boolean" 
        }, 
        "crawlContacts": { 
          "type": "boolean" 
        }, 
        "startCalendarDate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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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Of": [ 
            { 
              "type": "string", 
              "pattern": "^[0-9]{4}-[0-9]{2}-[0-9]{2}T[0-9]{2}:[0-9]{2}:[0-9]{2}Z$" 
            }, 
            { 
              "type": "string", 
              "pattern": "" 
            } 
          ] 
        }, 
        "endCalendarDateTime": { 
          "anyOf": [ 
            { 
            "type": "string", 
            "pattern": "^[0-9]{4}-[0-9]{2}-[0-9]{2}T[0-9]{2}:[0-9]{2}:[0-9]{2}Z$" 
            }, 
            { 
              "type": "string", 
              "pattern": "" 
            } 
          ] 
        }, 
        "subject":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mailFrom":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format": "email" 
          } 
        }, 
        "emailTo":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format": "email" 
          } 
        } 
      }, 
      "required": []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ORCED_FULL_CRAWL", 
        "FULL_CRAWL", 
        "CHANGE_LOG" 
      ] 
    }, 
    "type" : { 
      "type" : "string", 
      "pattern": "MSEXCHANGE" 
    }, 
    "secretArn": { 
      "type": "string"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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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tern": "1.0.0"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syncMode", 
    "additionalProperties", 
    "secretArn", 
    "type" 
  ]
}
}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암호의 일부로 Microsoft OneDrive 사용자 이름, 암호, ClientID 및 ClientSecret을 입력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로ONEDRIVEV2 지정하고 리포지토리 구성 세부 정보의 일부로 인증 자격 증명의 암호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JSON 스키
마 (p. 157)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OneDrive 사이트 URL 형식의 테넌트 ID가 포함됩
니다.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유형과 비밀 ARN을 지정합
니다.

Secret RN Salesfor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
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
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clientId": "client ID", 
    "clientSecret": "client secret"
}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 userNameFilter
• userFilterPath
• inclusionFileType패턴
• exclusionFileType패턴

필터링할 항목을 지정하는 문자열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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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inclusionFileName패턴
• exclusionFileName패턴
• inclusionFilePath패턴
• exclusionFilePath패턴
• inclusionOneNoteSectionNamePatterns
• exclusionOneNoteSectionNamePatterns
• inclusionOneNotePageNamePatterns
• exclusionOneNotepageNamePatterns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ONEDRIVEV2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
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
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
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버전 현재 지원되는 이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tenantId": { 
       "type": "string", 
       "pattern": "^[0-9a-f]{8}-[0-9a-f]{4}-[0-9a-f]{4}-[0-9a-f]{4}-[0-9a-f]{12}$", 
       "minLength": 36, 
       "maxLength":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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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quired": [ 
      "tenantId"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fil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userName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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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FilterPath": { 
     "type": "string" 
    }, 
    "in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Path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Path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OneNoteSection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OneNoteSection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OneNotePag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OneNotePag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 
   "requi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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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ableIdentityCrawler": { 
   "type": "boolean" 
  }, 
  "type": { 
   "type": "string", 
   "pattern": "ONEDRIVEV2"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ULL_CRAWL", 
    "FORCED_FULL_CRAWL", 
    "CHANGE_LOG" 
   ]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syncMode", 
  "additionalProperties", 
  "secretArn", 
  "type" 
 ]
}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연결 구성 또
는 리포지토리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필요한 경우 SharePoint 호스트 URL, 도메인 및 테넌트 
ID를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인증 자격 증명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하십시
오.SHAREPOINTV2 그런 다음 호출할 때TEMPLATE Type으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 JSON 스키마 (p. 162)를 참조하세
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테넌트 ID SharePoint 계정의 테넌트 ID

domain SharePoint 계정의 도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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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사이트 URL SharePoint 계정의 호스트 URL.

repositoryAdditionalProperties 데이터 원본 콘텐츠의 추가 속성

S3 버킷 이름 SSL 인증서를 저장하는Amazon S3 버킷의 이름입
니다.

S3 인증서 이름 Amazon S3버킷에 저장된 SSL 인증서의 이름입니
다.

authType 사용 중인 인증 유형 
(OAuth2,OAuth2CertificateOAuth2App,BasicNTLM, 
또는Kerberos)

버전 사용 중인 SharePoint 버전 (여부와 관
계ServerOnline 없음)

onPremVersion 사용 중인 SharePoint 서버 버전 (201320162019, 
또는SubscriptionEdition)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 eventTitleFilterRegEx
• pageTitleFilterRegEx
• linkTitleFilterRegEx
• inclusionFilePath
• exclusionFilePath
• inclusionFileType패턴
• exclusionFileType패턴
• inclusionFileName패턴
• exclusionFileName패턴
• inclusionOneNoteSectionNamePatterns
• exclusionOneNoteSectionNamePatterns
• inclusionOneNotePageNamePatterns
• exclusionOneNotePageNamePatterns
• ACL 컨피그레이션
• 이메일 도메인
• 프록시 호스트
• 프록시 포트

SharePoint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포함/제외
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
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
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
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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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크롤링 파일
• 페이지 크롤링
• 크롤링 이벤트
• 크롤링 댓글
• 크롤링 링크
• 첨부 파일 크롤링
• crawlListData
• isCrawlLocalGroupMapping
• isCrawlAdGroupMapping

TRUE인덱스에 입력하세요.

유형 데이터 소스SHAREPOINTV2 유형으로 지정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
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
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
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Secret RN 연결에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SharePoint 입니다. 기본, NTLM 또는 Kerberos 인
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
다. OAuth 2.0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암호,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를 입력합
니다.

버전 현재 지원되는 이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SharePoint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162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PutPrincipalMapping.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user-context-filter.html#context-filter-user-incl-datasources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user-context-filter.html#context-filter-user-incl-datasource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tenantId": { 
       "type": "string", 
       "pattern": "^[0-9a-f]{8}-[0-9a-f]{4}-[0-9a-f]{4}-[0-9a-f]{4}-[0-9a-f]{12}$", 
       "minLength": 36, 
       "maxLength": 36 
      }, 
      "domain": { 
       "type": "string" 
      }, 
      "siteUrl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pattern": "https://.*" 
       } 
      }, 
      "repository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s3bucketName": { 
         "type": "string" 
        }, 
        "s3certificateName": { 
         "type": "string" 
        }, 
        "authType": { 
         "type": "string", 
         "enum": [ 
          "OAuth2", 
          "OAuth2Certificate", 
          "OAuth2App", 
          "Basic", 
          "NTLM", 
          "Kerberos" 
         ] 
        }, 
        "version": { 
         "type": "string", 
         "enum": [ 
          "Server", 
          "Online" 
         ] 
        }, 
        "onPremVersion": { 
         "type": "string", 
         "enum": [ 
          "", 
          "2013", 
          "2016", 
          "2019", 
          "SubscriptionEdition" 
         ] 
        } 
       }, 
       "required": [ 
        "authType", 
        "version" 
       ] 
      } 
     }, 
     "requi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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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Urls", 
      "domain", 
      "repositoryAdditionalProperties"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ev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pag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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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fil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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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 
      "fieldMappings" 
     ] 
    }, 
    "link":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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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om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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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TitleFilterRegEx":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pageTitleFilterRegEx":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linkTitleFilterRegEx":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Path":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Path":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OneNoteSection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OneNoteSection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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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sionOneNotePag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OneNotePag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rawlFiles": { 
     "type": "boolean" 
    }, 
    "crawlPages": { 
     "type": "boolean" 
    }, 
    "crawlEvents": { 
     "type": "boolean" 
    }, 
    "crawlComments": { 
     "type": "boolean" 
    }, 
    "crawlLinks": { 
     "type": "boolean" 
    }, 
    "crawlAttachments": { 
     "type": "boolean" 
    }, 
    "crawlListData": { 
     "type": "boolean" 
    }, 
    "aclConfiguration": { 
     "type": "string", 
     "enum": [ 
      "ACLWithLDAPEmailFmt", 
      "ACLWithManualEmailFmt", 
      "ACLWithUsernameFmt" 
     ] 
    }, 
    "emailDomain": { 
     "type": "string" 
    }, 
    "isCrawlLocalGroupMapping": { 
     "type": "boolean" 
    }, 
    "isCrawlAdGroupMapping": { 
     "type": "boolean" 
    }, 
    "proxyHost": { 
     "type": "string" 
    }, 
    "proxyPort": { 
     "type": "string" 
    } 
   }, 
   "required": [ 
   ] 
  }, 
  "type": { 
   "type": "string", 
   "pattern": "SHAREPOINTV2" 
  }, 
  "enableIdentityCrawler": { 
   "type":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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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ULL_CRAWL", 
    "FORCED_FULL_CRAWL", 
    "CHANGE_LOG" 
   ]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enableIdentityCrawler", 
  "syncMode", 
  "additionalProperties", 
  "secretArn", 
  "type" 
 ]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연결 구성 또는 리
포지토리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테넌트 ID를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인증 자격 증명
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하십시오.MSTEAMS 그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
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JSON 스키마 (p. 171)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소스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테넌트 ID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 ID 테넌트 ID는 Azure 
Active Directory 포털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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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isCrawlChat메시지
• isCrawlChat첨부파일
• isCrawlChannel포스트
• isCrawlChannel첨부파일
• isCrawlChannel위키
• isCrawlCalendar회의
• isCrawlMeeting채팅
• isCrawlMeeting파일
• isCrawlMeeting노트

trueMicrosoft Teams 데이터 소스에서 이 콘텐츠
를 인덱싱하려면

결제 모델 Teams 데이터 원본에 사용할 결제 모델 유형을 지
정합니다. 모델 A 결제 모델은 보안 규정 준수가 필
요한 라이선스 및 결제 모델로 제한됩니다. Model B 
결제 모델은 보안 규정 준수가 필요하지 않은 라이
선스 및 결제 모델에 적합합니다.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Secret RN Microsoft Teams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
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여기에는 클라
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암호가 포함됩니다.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MSTEAMS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
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
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
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현재 지원되는 이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JSON 스키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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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tenantId": { 
              "type": "string", 
              "pattern": "^[0-9a-f]{8}-[0-9a-f]{4}-[0-9a-f]{4}-[0-9a-f]{4}-[0-9a-f]{12}$", 
              "minLength": 36, 
              "maxLength": 36 
            } 
          }, 
          "required": [ 
            "tenantId"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chatMessag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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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Mappings" 
          ] 
        }, 
        "chat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hannelPos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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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hannelWiki":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hannel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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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meetingCha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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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meetingFil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meetingNot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176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STRI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alendarMeeting":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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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paymentModel": { 
          "type": "string", 
          "enum": [ 
            "A", 
            "B", 
            "Evaluation Mode" 
          ] 
        }, 
        "inclusionTeamName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TeamName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hannelName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hannelName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UserEmail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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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sCrawlChatMessage": { 
          "type": "boolean" 
        }, 
        "isCrawlChatAttachment": { 
          "type": "boolean" 
        }, 
        "isCrawlChannelPost": { 
          "type": "boolean" 
        }, 
        "isCrawlChannelAttachment": { 
          "type": "boolean" 
        }, 
        "isCrawlChannelWiki": { 
          "type": "boolean" 
        }, 
        "isCrawlCalendarMeeting": { 
          "type": "boolean" 
        }, 
        "isCrawlMeetingChat": { 
          "type": "boolean" 
        }, 
        "isCrawlMeetingFile": { 
          "type": "boolean" 
        }, 
        "isCrawlMeetingNote": { 
          "type": "boolean" 
        }, 
        "startCalendarDateTime": { 
          "anyOf": [ 
            { 
              "type": "string", 
              "pattern": "^[0-9]{4}-[0-9]{2}-[0-9]{2}T[0-9]{2}:[0-9]{2}:[0-9]{2}Z$" 
            }, 
            { 
              "type": "string", 
              "pattern": "" 
            } 
          ] 
        }, 
        "endCalendarDateTime": { 
          "anyOf": [ 
            { 
              "type": "string", 
              "pattern": "^[0-9]{4}-[0-9]{2}-[0-9]{2}T[0-9]{2}:[0-9]{2}:[0-9]{2}Z$" 
            }, 
            { 
              "type": "string", 
              "pattern": "" 
            } 
          ] 
        } 
      }, 
      "required": [] 
    }, 
    "type": { 
      "type": "string", 
      "pattern": "MSTEAMS" 
    }, 
    "enableIdentityCrawler": { 
      "type": "boolean"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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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CED_FULL_CRAWL", 
        "FULL_CRAWL", 
        "CHANGE_LOG" 
      ]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syncMode", 
    "additionalProperties", 
    "secretArn", 
    "type" 
  ]

}

마이크로소프트 해머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데이터 소스 유
형을 인증 자격 증명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합니다.YAMMER 그런 다음 호출할 때TEMPLATE
Type으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이 데
이터 소스는 의 엔드포인트를 지정하지 않습니
다repositoryEndpointMetadata. 대신, 연결 
정보는 사용자가 제공한AWS Secrets Manager 암
호에 포함됩니다secretArn.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 사용자
• message
• attachment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Microsoft 
Yammer 객체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Microsoft Yammer 사용자 지정 메타데
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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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Secret RN Microsoft Yammer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
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여기에는 클라
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암호가 포함됩니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포함 패턴 Yammer 데이터 원본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
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
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데이터 원본에 있는 
경우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
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제외 패턴 Yammer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
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데
이터 원본의 파일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
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제외 패턴
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 isCrawlMessage
• isCrawlAttachment
• isCrawlPrivate메시지

TRUE인덱스에 입력

유형 데이터 소스YAMMER 유형으로 지정

useChangeLog trueYammer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추
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가 필요한 문서를 결정하려
면 입니다.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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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
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
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
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해머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community":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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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user":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messag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183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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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inclusionPatterns": { 
          "type": "array" 
        }, 
        "exclusionPatterns": { 
          "type": "array" 
        }, 
        "sinceDate": { 
          "type": "string", 
          "pattern": "^(19|2[0-9])[0-9]{2}-(0[1-9]|1[012])-(0[1-9]|[12][0-9]|
3[01])T(0[0-9]|1[0-9]|2[0-3]):([0-5][0-9]):([0-5][0-9])((\\+|-)(0[0-9]|1[0-9]|2[0-3]):
([0-5][0-9]))?$" 
        }, 
        "communityNameFilter":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sCrawlMessage": { 
          "type": "boolean" 
        }, 
        "isCrawlAttachment": { 
          "type": "boolean" 
        }, 
        "isCrawlPrivateMessage": { 
          "type": "boolean" 
        } 
      }, 
      "required": [ 
        "sinceDate" 
      ] 
    }, 
    "type": { 
      "type": "string", 
      "pattern": "YAMMER"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 
    "useChangeLog": { 
      "type": "string", 
      "enum": [ 
        "true", 
        "false" 
      ]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ORCED_FULL_CRAWL", 
        "FULL_CRAWL", 

185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CHANGE_LOG" 
      ] 
    }, 
    "enableIdentityCrawler": { 
      "type": "boolean"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additionalProperties", 
    "type", 
    "secretArn", 
    "syncMode" 
  ]

세일즈포스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연결 구성 또는 리
포지토리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Salesforce 호스트 URL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인증 자격 증명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하십시오.SALESFORCEV2 그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JSON 스키마 (p. 191)를 참조하세
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호스트 URL 인덱싱할 Salesforce 인스턴스의 URL입니다.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account
• contact
• 캠페인
• 사례
• 제품
• 이끌다
• 계약
• 파트너
• 프로파일
• 생각

Salesforce 엔티티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Amazon Kendra Drive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
요. Salesfor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Salesfor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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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가격표
• 작업
• solution
• attachment
• 사용자
• document
• 지식 문서
• 그룹
• 기회
• 잡담
• 커스텀 엔티티

Secret RN Salesfor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
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
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clientId": "cient ID", 
    "clientSecret": "client secret"
}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 계정 필터
• 연락처 필터
• 케이스 필터
• 캠페인 필터
• 컨트랙트 필터
• 그룹 필터
• 리드 필터
• 제품 필터
• 기회 필터
• 파트너 필터
• 프라이스북 필터
• 아이디어 필터
• 프로필 필터
• 작업 필터
• 솔루션 필터
• 사용자 필터
• 채터 필터
• 문서 필터
• knowledgeArticleFilter
• 커스텀 엔티티

필터링할 항목을 지정하는 문자열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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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포함 패턴

• inclusionDocumentFileTypePatterns
• inclusionDocumentFileNamePatterns
• inclusionAccountFileTypePatterns
• inclusionCampaignFileTypePatterns
• inclusionDocumentFileNamePatterns
• inclusionCampaignFileNamePatterns
• inclusionCaseFileTypePatterns
• inclusionCaseFileNamePatterns
• inclusionContactFileTypePatterns
• inclusionContractFileNamePatterns
• inclusionLeadFileTypePatterns
• inclusionLeadFileNamePatterns
• inclusionOpportunityFileTypePatterns
• inclusionOpportunityFileNamePatterns
• inclusionSolutionFileTypePatterns
• inclusionSolutionFileNamePatterns
• inclusionTaskFileTypePatterns
• inclusionTaskFileNamePatterns
• inclusionGroupFileTypePatterns
• inclusionGroupFileNamePatterns
• inclusionChatterFileTypePatterns
• inclusionChatterFileNamePatterns
• inclusionCustomEntityFileTypePatterns
• inclusionCustomEntityFileNamePatterns

Salesforce 데이터 원본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
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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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제외 패턴

• exclusionDocumentFileTypePatterns
• exclusionDocumentFileNamePatterns
• exclusionAccountFileTypePatterns
• exclusionCampaignFileTypePatterns
• exclusionCampaignFileNamePatterns
• exclusionCaseFileTypePatterns
• exclusionCaseFileNamePatterns
• exclusionContactFileTypePatterns
• exclusionContractFileNamePatterns
• exclusionLeadFileTypePatterns
• exclusionLeadFileNamePatterns
• exclusionOpportunityFileTypePatterns
• exclusionOpportunityFileNamePatterns
• exclusionSolutionFileTypePatterns
• exclusionSolutionFileNamePatterns
• exclusionTaskFileTypePatterns
• exclusionTaskFileNamePatterns
• exclusionGroupFileTypePatterns
• exclusionGroupFileNamePatterns
• exclusionChatterFileTypePatterns
• exclusionChatterFileNamePatterns
• exclusionCustomEntityFileTypePatterns
• exclusionCustomEntityFileNamePatterns

Salesforce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
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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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isCrawlAccount
• isCrawlContact
• isCrawlCase
• isCrawlCampaign
• isCrawlProduct
• isCrawlLead
• isCrawlContract
• isCrawlPartner
• isCrawlProfile
• isCrawlIdea
• isCrawlPricebook
• isCrawlDocument
• crawlSharedDocument
• isCrawlGroup
• isCrawlOpportunity
• isCrawlChatter
• isCrawlUser
• isCrawlSolution
• isCrawlTask
• isCrawlAccount어태치먼트
• isCrawlContact어태치먼트
• isCrawlCase어태치먼트
• isCrawlCampaign어태치먼트
• isCrawlLead어태치먼트
• isCrawlContract어태치먼트
• isCrawlGroup어태치먼트
• isCrawlOpportunity어태치먼트
• isCrawlChatter어태치먼트
• isCrawlSolution어태치먼트
• isCrawlTask어태치먼트
• isCrawlCustomEntityAttachments
• isCrawlKnowledge기사

• isCrawlDraft
• isCrawlPublish
• isCrawlArchived

trueSalesforce 계정에서 해당 파일을 인덱싱하려
면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SALESFORCEV2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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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
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
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
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
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
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
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
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버전 현재 지원되는 이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세일즈포스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hostUrl": 
            { 
              "type": "string", 
              "pattern": "https:.*" 
            } 
          }, 
          "required": 
          [ 
            "hostUrl"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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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accou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ontac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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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ampaign":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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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as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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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produc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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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lead":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ontract": 
        { 
          "typ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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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partner":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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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profil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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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idea":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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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pricebook":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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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solu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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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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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user":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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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docu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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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nowledgeArticles":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group":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205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opportunity":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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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NG_LIST", 
                        "DATE", 
                        "LONG"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hatter":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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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ustomEntity":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STRING_LIST", 
                        "DATE"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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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eldMappings" 
          ] 
        }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account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ontact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ase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ampaign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ontract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group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lead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product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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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rtunity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partner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pricebook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dea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profile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task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solution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user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hatter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documentFilter":{ 
          "type": "arra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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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string" 
          } 
        }, 
        "knowledgeArticleFilter":{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customEntitie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sCrawlAccount": { 
          "type": "boolean" 
        }, 
        "isCrawlContact": { 
          "type": "boolean" 
        }, 
        "isCrawlCase": { 
          "type": "boolean" 
        }, 
        "isCrawlCampaign": { 
          "type": "boolean" 
        }, 
        "isCrawlProduct": { 
          "type": "boolean" 
        }, 
        "isCrawlLead": { 
          "type": "boolean" 
        }, 
        "isCrawlContract": { 
          "type": "boolean" 
        }, 
        "isCrawlPartner": { 
          "type": "boolean" 
        }, 
        "isCrawlProfile": { 
          "type": "boolean" 
        }, 
        "isCrawlIdea": { 
          "type": "boolean" 
        }, 
        "isCrawlPricebook": { 
          "type": "boolean" 
        }, 
        "isCrawlDocument": { 
          "type": "boolean" 
        }, 
        "crawlSharedDocument": { 
          "type": "boolean" 
        }, 
        "isCrawlGroup": { 
          "type": "boolean" 
        }, 
        "isCrawlOpportunity": { 
          "type": "boolean" 
        }, 
        "isCrawlChatter": { 
          "type": "boolean" 
        }, 

211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isCrawlUser": { 
          "type": "boolean" 
        }, 
        "isCrawlSolution":{ 
          "type": "boolean" 
        }, 
        "isCrawlTask":{ 
          "type": "boolean" 
        }, 

        "isCrawlAccount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Contact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Case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Campaign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Lead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Contract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Group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Opportunity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ChatterAttachments": { 
          "type": "boolean" 
        }, 
        "isCrawlSolutionAttachments":{ 
          "type": "boolean" 
        }, 
        "isCrawlTaskAttachments":{ 
          "type": "boolean" 
        }, 
        "isCrawlCustomEntityAttachments":{ 
          "type": "boolean" 
        }, 
        "isCrawlKnowledgeArticles": { 
          "type": "object", 
          "properties": 
          { 
            "isCrawlDraft": { 
              "type": "boolean" 
            }, 
            "isCrawlPublish": { 
              "type": "boolean" 
            }, 
            "isCrawlArchived": { 
              "type": "boolean" 
            } 
          } 
        }, 
        "inclusionDocument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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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clusionDocument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Document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Document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Account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Account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Account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Account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ampaig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ampaig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ampaignFileName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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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ampaign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ase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ase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ase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ase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ontact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ontact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ontact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ontact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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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 
        }, 
        "inclusionContract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ontract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ontract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ontract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Lead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Lead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Lead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Lead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Opportunity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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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lusionOpportunity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Opportunity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Opportunity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Solution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Solution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Solution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Solution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Task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Task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Task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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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string" 
          } 
        }, 
        "exclusionTask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Group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Group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Group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Group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hatter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hatter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hatter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hatter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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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lusionCustomEntity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ustomEntityFileTyp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inclusionCustomEntity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CustomEntityFileNamePatterns":{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 
      "required": 
      [] 
    }, 
    "enableIdentityCrawler": { 
      "type": "boolean" 
    }, 
    "type": { 
      "type": "string", 
      "pattern": "SALESFORCEV2"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ULL_CRAWL", 
        "FORCED_FULL_CRAWL", 
        "CHANGE_LOG" 
      ]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sync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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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Properties", 
    "secretArn", 
    "type" 
  ]
}

ServiceNow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연결 구성 또는 리
포지토리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ServiceNow 호스트 URL, 인증 유형 및 인스턴스 버전을 제공합니
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인증 자격 증명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하십시오.SERVICENOWV2
그런 다음 전화를 걸Type 때TEMPLATE 로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rviceNow JSON 스키마 (p. 221)를 참조하세
요.

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원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호스트 URL ServiceNow 호스트 URL입니다. 예를 들어, your-
domain.service-now.com#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uthType 사용 중인 인증 유형 (여부와 관계basicAuthOAuth2 없음)

servicenowInstanceVersion 사용 중인 ServiceNow 버전입니다. 도쿄, 샌디에고, 로마 및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지식 문서
• attachment
• 서비스 카탈로그
• 사건

ServiceNow참조 문서, 첨부 파일, 서비스 카탈로그 및 인시던
트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
에 매핑하는 객체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
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ServiceNow 사용자 지정 
ServiceNow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추가 속성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 knowledgeArticleFilter
• incidentQueryFilter
• serviceCatalogQuery필터
• knowledgeArticleTitleRegExp
• serviceCatalogTitleRegExp
• incidentTitleReg경험치
• inclusionFileType패턴
• exclusionFileType패턴
• inclusionFileName패턴
• exclusionFileName패턴
• incidentStateType

ServiceNow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포함 또는 제외하
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
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
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
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 isCrawlKnowledge기사 true ServiceNow 지식 문서, 서비스 카탈로그, 인시던트 및 
첨부 파일을 인덱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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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isCrawlKnowledgeArticleAttachment
• includePublicArticles전용
• isCrawlService카달로그
• isCrawlServiceCatalogAttachment
• isCrawlActiveServiceCatalog
• isCrawlInactiveServiceCatalog
• isCrawlIncident
• isCrawlIncident첨부파일
• isCrawlActive인시던트
• isCrawlInactive인시던트
• ACL 적용ForKnowledgeArticle
• ACL 적용ForServiceCatalog
• ACL 적용ForIncident

유형 데이터 원본의 유형의 유형입니다. 데이터 소
스SERVICENOWV2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enableIdentityCrawler true아이덴티티 크롤러를 활성화하려면 ID 크롤러는 기본
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
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동기화 모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데이트할
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할지 지
정합니다. 선택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
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
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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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Secret RN 연결에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
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ServiceNow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

OAuth2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clientId": "client id", 
    "clientSecret": "client secret"          
}

버전 현재 지원되는 템플릿의 버전입니다.

ServiceNow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hostUrl": { 
              "type": "string", 
              "pattern": "^(?!(^(https?|ftp|file):\/\/))[a-z0-9-]+.service-now.com$", 
              "minLength": 1, 
              "maxLength": 2048 
            }, 
            "authType": { 
              "type": "string", 
              "enum": [ 
                "basicAuth", 
                "OAuth2" 
              ] 
            }, 
            "servicenowInstanceVersion": { 
              "type": "string", 
              "enum": [ 
                "Tokyo", 
                "Sandiego", 
                "Rome", 
                "Others" 
                ] 
            } 
          }, 
          "required": [ 
            "hostUrl", 

221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

            "authType", 
            "servicenowInstanceVersion"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knowledgeArticl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STRING_LIST"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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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enum": [ 
                        "STRING", 
                        "LONG", 
                        "DATE", 
                        "STRING_LIST"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serviceCatalog":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STRING_LIST"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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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 
            "fieldMappings" 
          ] 
        }, 
        "incid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 
                        "STRING", 
                        "DATE", 
                        "STRING_LIST" 
                      ]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yyyy-MM-dd'T'HH:mm:ss'Z'"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isCrawlKnowledgeArticle": { 
          "type": "boolean" 
        }, 
        "isCrawlKnowledgeArticleAttachment": { 
          "type": "boolean" 
        }, 
        "includePublicArticlesOnly": { 
          "type": "boolean" 
        }, 
        "knowledgeArticleFilter": { 
          "type": "string" 
        }, 
        "incidentQueryFilter": { 
          "type": "string" 
        }, 
        "serviceCatalogQueryFil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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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string" 
        }, 
        "isCrawlServiceCatalog": { 
          "type": "boolean" 
        }, 
        "isCrawlServiceCatalogAttachment": { 
          "type": "boolean" 
        }, 
        "isCrawlActiveServiceCatalog": { 
          "type": "boolean" 
        }, 
        "isCrawlInactiveServiceCatalog": { 
          "type": "boolean" 
        }, 
        "isCrawlIncident": { 
          "type": "boolean" 
        }, 
        "isCrawlIncidentAttachment": { 
          "type": "boolean" 
        }, 
        "isCrawlActiveIncident": { 
          "type": "boolean" 
        }, 
        "isCrawlInactiveIncident": { 
          "type": "boolean" 
        }, 
        "applyACLForKnowledgeArticle": { 
          "type": "boolean" 
        }, 
        "applyACLForServiceCatalog": { 
          "type": "boolean" 
        }, 
        "applyACLForIncident": { 
          "type": "boolean" 
        }, 
        "incidentStateType":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enum": [ 
              "Open", 
              "Open - Unassigned", 
              "Resolved", 
              "All" 
            ] 
          } 
        }, 
        "knowledgeArticleTitleRegExp": { 
          "type": "string" 
        }, 
        "serviceCatalogTitleRegExp": { 
          "type": "string" 
        }, 
        "incidentTitleRegExp": { 
          "type": "string" 
        }, 
        "in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Typ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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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n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exclusionFileNamePatterns": { 
          "type": "array", 
          "items": { 
            "type": "string" 
          } 
        } 
      }, 
      "required": [] 
    }, 
    "type": { 
      "type": "string", 
      "pattern": "SERVICENOWV2" 
    }, 
    "enableIdentityCrawler": { 
      "type": "boolean" 
    }, 
    "syncMode": { 
      "type": "string", 
      "enum": [ 
        "FORCED_FULL_CRAWL", 
        "FULL_CRAWL" 
      ]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syncMode", 
    "additionalProperties", 
    "secretArn", 
    "type" 
  ]
}

Zendesk 템플릿 스키마
데이터 소스 스키마가 포함된 JSON을 TemplateConfiguration객체의 일부로 포함합니다. 연결 구성 또는 리
포지토리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호스트 URL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 유형을 인증 자격 증
명의 암호 및 기타 필요한 구성으로 지정하십시오.ZENDESK 그런 다음 호출할 때TEMPLATE Type으로 지정
합니다 CreateDataSource.

이 개발자 안내서에 제공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젠데스크 JSON 스키마 (p. 228)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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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JSON 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성 설명

연결 구성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입니다.

repositoryEndpointMetadata 데이터 원본의 엔드포인트 정보입니다.

호스트 URL 젠데스크 호스트 URL. 예를 들어, https://
yoursubdomain.zendesk.com

리포지토리 구성 데이터 소스 콘텐츠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 및 필드 매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표
• 티켓 댓글
• ticketCommentAttachment
• 도움말
• 기사 코멘트
• 기사 첨부
• 커뮤니티 주제
• 커뮤니티 포스트
• communityPostComment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Zendra 인덱
스 필드 이름에 ZenDrive 이름을 매핑합니다. 자세
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
조하세요. ZenDriv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
야 합니다.

Secret RN Zendesk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
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호스트 URL, 클라
이언트 ID,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 프로퍼티 데이터 원본의 콘텐츠에 대한 추가 구성 옵션

조직 필터 원하는 경우 특정 조직 내에 있는 티켓을 색인화하
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 원하는 경우 Zendesk 커넥터가 를 기반으로 
크롤링하도록sinceDate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sinceDate 있습니다.

포함 패턴 Zendesk 데이터 원본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
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
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
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패턴 Zendesk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
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
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X는 인
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
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isCrawlTicket
• isCrawlTicket논평
• isCrawlTicketCommentAttachment

TRUE인덱스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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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설명
• isCrawlArticle
• isCrawlArticle논평
• isCrawlArticle첨부파일
• isCrawlCommunity토픽
• isCrawlCommunity포스트
• isCrawlCommunityPostComment

유형 데이터 소스ZENDESK 유형으로 지정합니다.

useChangeLog Zendesk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업데이
트해야 하는 문서를TRUE 결정하려면 입력입니다.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Zendesk에서 문서를 스캔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Zendesk 
데이터 소스를 색인과 동기화하는 경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젠데스크 JSON 스키마

{ 

  "$schema": "http://json-schema.org/draft-04/schema#", 
  "type": "object", 
  "properties": { 
    "connectionConfiguration": { 
      "type": "object", 
      "properties":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type": "object", 
          "properties": { 
            "hostUrl": { 
              "type": "string", 
              "pattern": "https:.*" 
            } 
          }, 
          "required": [ 
            "hostUrl" 
          ] 
        } 
      }, 
      "required": [ 
        "repositoryEndpointMetadata" 
      ] 
    }, 
    "repositoryConfigurations": { 
      "type": "object", 
      "properties": { 
        "ticke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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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ticketCom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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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icketComment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rticle":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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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ommunityPostCom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rticleCom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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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articleAttachment": {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communityTop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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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object", 
          "properties": { 
            "fieldMappings": { 
              "type": "array", 
              "items": { 
                "anyOf": [ 
                  { 
                    "type": "object", 
                    "properties": { 
                      "indexFieldName": { 
                        "type": "string" 
                      }, 
                      "indexFieldType": { 
                        "type": "string", 
                        "enum": ["STRING", "STRING_LIST", "LONG", "DATE"] 
                      }, 
                      "dataSourceFieldName": { 
                        "type": "string" 
                      }, 
                      "dateFieldFormat": { 
                        "type": "string", 
                        "pattern": "dd-MM-yyyy HH:mm:ss" 
                      } 
                    }, 
                    "required": [ 
                      "indexFieldName", 
                      "indexFieldType", 
                      "dataSourceFieldName" 
                    ] 
                  } 
                ] 
              } 
            } 
          }, 
          "required": [ 
            "fieldMappings" 
          ] 
        } 
      } 
    }, 
    "secretArn": { 
      "type": "string", 
      "minLength": 20, 
      "maxLength": 2048 
    }, 
    "additionalProperties": { 
      "type": "object", 
      "properties": { 
        "organizationNameFilter": { 
          "type": "array" 
        }, 
        "sinceDate": { 
          "type": "string", 
          "pattern": "^[0-9]{4}-[0-9]{2}-[0-9]{2} [0-9]{2}:[0-9]{2}:[0-9]{2}$" 
        }, 
        "inclusionPatterns": { 
          "type": "array" 
        }, 
        "exclusionPatterns": { 
          "type": "array" 
        }, 
        "isCrawTicket": { 
          "type": "string" 
        }, 
        "isCrawTicketComment": {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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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CrawTicketCommentAttachment": { 
          "type": "string" 
        }, 
        "isCrawlArticle": { 
          "type": "string" 
        }, 
        "isCrawlArticleAttachment": { 
          "type": "string" 
        }, 
        "isCrawlArticleComment": { 
          "type": "string" 
        }, 
        "isCrawlCommunityTopic": { 
          "type": "string" 
        }, 
        "isCrawlCommunityPost": { 
          "type": "string" 
        }, 
        "isCrawlCommunityPostComment": { 
          "type": "string" 
        } 
      } 
    }, 
    "type": { 
      "type": "string", 
      "pattern": "ZENDESK" 
    }, 
    "useChangeLog": { 
      "type": "string", 
      "enum": ["true", "false"] 
    } 
  }, 
  "version": { 
    "type": "string", 
    "anyOf": [ 
      { 
        "pattern": "1.0.0" 
      } 
    ] 
  }, 
  "additionalProperties": false, 
  "required": [ 
    "connectionConfiguration", 
    "repositoryConfigurations", 
    "additionalProperties", 
    "useChangeLog", 
    "secretArn", 
    "type" 
  ]
}

알프레스코
OnPrem Alfresco는 고객이 콘텐츠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 관리 서비스입니다. 를
Amazon Kendra 사용하여 Alfresco 문서 라이브러리, Wiki 및 블로그의 색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Alfresco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Alfresco 데이터 소스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234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AlfrescoConfiguration.html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알프레스코

Note

Alfresco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현재 미리 보기 모드에 있습니다. 기본 인증은 현재 지원됩니다. 프
로덕션 환경에서 Alfresco 커넥터를 사용하려면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현재 지원되지 않는 PaaS
입니다.

Amazon KendraAlfresco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35)
• 사전 조건 (p. 235)
• 연결 지침 (p. 236)
• 자세히 알아보기 (p. 238)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Alfresco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사전 조건
Alfresco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하기 전에 Alfresco 및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
경을 수행하세요.

야외에서 다음 사항을 따릅니다.

• 관리자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포함된 Alfresco 인증 자격 증명을 기록했습니다.
• ALFRESCO_ADMINISTRATORS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했습니다.
• 야외 사이트 URL과 야외 사이트 ID를 복사했습니다.
• 각 문서가 Alfresco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

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Alfresco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의 ARN을 기

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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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Alfresco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Alfresco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Alfresco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Alfresco를 구성하지 않았다면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35).

Console

Amazon Kendra알프레스코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Alfresco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야외 사이트 URL - 야외 사이트 URL을 입력합니다. 예: https://hostname:8080.
b. SSL 인증서 위치 -Amazon S3 경로를 입력합니다.
c. 사이트 ID - 귀하의 야외 사이트 ID.
d.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생성하여 

Alfresco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
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Alfresco-' 접두사가 자동으로 비밀 이름
에 추가됩니다.

B.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의 경우 - Alfresco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e.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f.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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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g.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크롤링할 콘텐츠 선택 - 크롤링하려는 Alfresco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b. Regex 패턴 -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문서 라이브러리, Wiki 및 블로그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
서 색인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알프레스코에 연결하려면

Alfresco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Alfresco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보안 정보에 액세
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Alfresco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lfresco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파일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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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Alfresco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
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lfresco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시
오.

자세히 알아보기
Alfresco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다음을 사용하여 야외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검색합니다.Amazon Kendra

Amazon S3
Amazon S3는 데이터를 버킷 내의 객체로 저장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
여 문서의Amazon S3 버킷 리포지토리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Warning

Amazon KendraAmazon Kendra보안 주체에 S3 버킷과 상호 작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버킷 정책
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IAM 역할을 사용합니다. 실수로 임의의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데
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구성원을 버킷 정책에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Amazon 
Kendra 포함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러 계정에서 버킷을 사용하도록Amazon S3 버킷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Amazon S3 전체에서 사용할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S3IAM 
역할 탭의 데이터 소스용IAM 역할 아래). S3 데이터 소스의IAM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역
할을 참조하십시오.

에Amazon S3 연결하려면 DataSourceConfigurationS3를 사용하거나 를 사용하여 콘솔에서 연결 및 기타 정
보를 지정합니다 TemplateConfiguration. TemplateConfiguration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 VPC 사용하여 데이
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 VpcConfiguration 때 지정합니다 CreateDataSource.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Note

S3DataSourceConfigurationAPI는 VPC 구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TemplateConfigurationAPI와 콘솔만 VPC 구성을 지원합니다.

Amazon KendraS3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39)
• 사전 조건 (p. 239)
• 연결 지침 설명 (p. 239)
• Amazon S3데이터 소스 생성 (p. 242)
• Amazon S3문서 메타데이터 (p. 244)
• Amazon S3데이터 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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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기능
S3 구성 API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패턴

콘솔/TemplateConfiguration API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S3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S3와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
하십시오.

S3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을Amazon S3 버킷 이름으로 바꿉니다.

Note

버킷은 인덱스와 동일한 지역에 있어야 하며Amazon Kendra 인덱스에는 문서가 포함된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각 문서가 S3 및 동일한 인덱스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
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기존IAM 역할이 없는 경우 S3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을 생성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S3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S3 데이터 소스
의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3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39).

Console

Amazon Kendra연결하려면Amazon S3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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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3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a.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b.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동기화 범위에서 데이터 소스 위치의 경우 - 데이터가 저장되는Amazon S3 버킷의 경로입니다.
S3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버킷을 선택합니다.

b. (선택 사항) 메타데이터 파일 접두사 폴더 위치 -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폴더의 경로입니다.
S3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메타데이터 폴더를 찾습니다.

c.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 목록 구성 파일 위치 - S3 데이터 소스에 저장된 파일의 액세스 설정을 
지정하는 JSON 구조가 포함된 파일 위치의 경로입니다. S3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ACL 파일을 
찾습니다.

d. (선택 사항) 암호 해독 키 선택 - 암호 해독 키를 사용하도록 선택합니다. 기존AWS KMS 키를 
사용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e. (선택 사항) 추가 구성에서 Regex 패턴의 경우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인덱스에서 문서
를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모든 경로는 데이터 소스 위치인 S3 버킷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f. 동기화 모드에서 전체 동기화 모드와 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 중에서 선택하
여 데이터 원본 콘텐츠가 변경될 때 색인이 업데이트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데이터 소스를 
Amazon Kendra Kendra와 처음으로 동기화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됩니다.

g.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h.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선택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a. S3 필드 매핑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
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들도록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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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TemplateConfiguration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Amazon S3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BucketName—문서가 들어 있는 버킷의 이름입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S3 커넥터 및 에 필요한 퍼블릭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3 데이터 원본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파일 이름, 파일 형식, 파일 경로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 지정하고 글로
브 패턴 (와일드카드 패턴을 지정된 패턴과 일치하는 경로 이름 목록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패턴) 을 사
용합니다. 글로브 패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myapp/config/*—config 디렉토리 내의 모든 파일
• /**/*.png—모든 디렉터리의 모든.png 파일
• /**/*.{png,ico,md}—모든 디렉터리의 모든.png, .ico 또는.md 파일
• /myapp/src/**/*.ts—src 디렉토리 내의 모든.ts 파일 (및 모든 하위 디렉토리)
• **/!(*.module).ts—.module.ts는 제외한 모든.ts 파일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S3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
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Virtual Private Cloud (VPC) -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정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문서 메타데이터 구성 - 문서 액세스 제어 정보, 원본 URI, 사용자 정의 특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문
서 메타데이터 파일을 추가합니다. 각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단일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습
니다.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Amazon S3템플릿 스키마 (p. 121).
S3DataSourceConfiguration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Amazon S3

S3DataSourceConfiguration 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BucketName—문서가 들어 있는 버킷의 이름입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S3 커넥터 및 에 필요한 퍼블릭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3 데이터 원본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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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접두사, 파일 이름, 파일 유형, 파일 경로 및 글로브 패턴 (와일드카드 패턴을 지정
된 패턴과 일치하는 경로 이름 목록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패턴) 을 사용하여 특정 콘텐츠를 포함할지 제
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글로브 패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myapp/config/*—config 디렉토리 내의 모든 파일
• /**/*.png—모든 디렉터리의 모든.png 파일
• /**/*.{png,ico,md}—모든 디렉터리의 모든.png, .ico 또는.md 파일
• /myapp/src/**/*.ts—src 디렉토리 내의 모든.ts 파일 (및 모든 하위 디렉토리)
• **/!(*.module).ts—.module.ts는 제외한 모든.ts 파일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S3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VPC를 지원하는Amazon KendraAmazon Kendra 커넥터를 사용하여 정확한 답변 검색

Amazon S3데이터 소스 생성
다음 예제는Amazon S3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는 인덱스와 해당 인덱스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이미 생성했다고 가정합니다. IAM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액세스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색인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인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CLI

aws kendra create-data-source \ 
 --index-id index ID \ 
 --name example-data-source \ 
 --type S3 \ 
 --configuration '{"S3Configuration":{"BucketName":"bucket name"}}'  
 --role-arn 'arn:aws:iam::account id:role:/role name

Python

다음 파이썬 코드 스니펫은Amazon S3 데이터 소스를 만듭니다. 전체 예제는 을 참조하십시오시작하기
(AWS SDK for Python (Boto3)) (p. 86).

print("Create an Amazon S3 data source.") 
     
    # Provide a name for the data source 
    name = "getting-started-data-source" 
    # Provide an optional description for the data source 
    description = "Getting started data source."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data sources 
    role_arn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Provide the data soource connection information 
    s3_bucket_name = "S3-bucket-name" 
    type = "S3" 
    # Configure the data source 
    configuration = {"S3DataSource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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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cketName": s3_bucket_name 
        } 
    } 

    data_source_response = kendra.create_data_source( 
        Configuration = configuration, 
        Name = name, 
        Description = description, 
        RoleArn = role_arn, 
        Type = type, 
        IndexId = index_id 
    )

데이터 원본을 생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DescribeDataSource (p. 678)API를 사용하여 프
로세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상태가 되면 데이터ACTIVE 원본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
다.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 원본의 상태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CLI

aws kendra describe-data-source \ 
 --index-id index ID \ 
 --id data source ID

Python

다음 Python 코드 스니펫은 S3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전체 예제는 을 참조하십시오시
작하기(AWS SDK for Python (Boto3)) (p. 86).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data source.") 

    while True: 
        data_source_description = kendra.describe_data_source( 
            Id = "data-source-id", 
            IndexId = "index-id" 
        ) 
        status = data_source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data source.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CREATING": 
            break

이 데이터 원본에는 일정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원본
을StartDataSourceSyncJob (p. 789) 인덱싱하려면 를 호출하여 인덱스를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 원본 동기화를 설명합니다.

CLI

aws kendra start-data-source-sync-job \ 
 --index-id index ID \ 
 --id data source ID

Python

다음 Python 코드 스니펫은Amazon S3 데이터 소스를 동기화합니다. 전체 예제는 을 참조하십시오시작
하기(AWS SDK for Python (Boto3))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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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Synchronize the data source.") 

    sync_response = kendra.start_data_source_sync_job( 
        Id = "data-source-id", 
        IndexId = "index-id" 
    )

Amazon S3문서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파일을 사용하여 문서에 대한 추가 정보인 메타데이터를Amazon S3 버킷의 문서에 추가할 수 있
습니다. 각 메타데이터 파일은 인덱싱된 문서와 연결됩니다.

메타데이터 파일은 인덱싱된 파일과 동일한 버킷에 저장해야 합니다. 콘솔이나 데이터 소스를 만들 
때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파라미터의S3Prefix 필드를 사용하여 버킷 내에서Amazon S3 
메타데이터 파일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접두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메타데이터 파일을 
인덱싱된 문서와 동일한 위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파일의Amazon S3 접두사를 지정하면 해당 파일은 인덱싱된 문서와 parallel 디렉터리 구조에 있
게 됩니다. Amazon Kendra지정된 디렉터리에서만 메타데이터를 찾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읽지 않는 경우 디
렉터리 위치가 메타데이터 위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예에서는 인덱싱된 문서 위치가 메타데이터 파일 위치에 매핑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문서Amazon 
S3 키는 메타데이터Amazon S3 접두사에 추가된 다음 접미사로 메타데이터 파일의Amazon S3 경로
를.metadata.json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메타데이터의.metadata.json 접두사 및Amazon S3 
접미사가 포함된 결합된Amazon S3 키는 총 1024자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Amazon S3키를 접두사 및 접미
사와 결합할 때 추가 문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키를 1000자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Bucket name: 
     s3://bucketName
Document path: 
     documents
Metadata path: 
     none
File mapping 
     s3://bucketName/documents/file.txt ->  
        s3://bucketName/documents/file.txt.metadata.json

Bucket name: 
     s3://bucketName
Document path: 
     documents/legal
Metadata path: 
     metadata
File mapping 
     s3://bucketName/documents/legal/file.txt ->  
        s3://bucketName/metadata/documents/legal/file.txt.metadata.json

문서 메타데이터는 JSON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파일은 BOM 마커가 없는 UTF-8 텍스트 파일이어야 
합니다. JSON 파일의 파일 이름은 이어야 합니다<document>.<extension>.metadata.json. 이 예제
에서 “문서”는 메타데이터가 적용되는 문서의 이름이고 “확장자”는 문서의 파일 확장자입니다. 에서 문서 ID
가 고유해야 합니다<document>.<extension>.metadata.json.

JSON 파일의 내용은 이 템플릿을 따릅니다. 모든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를 지정하지 않으면 검색Amazon 
Kendra 결과에서 에서 반환되는 링크가 문서가 포함된Amazon S3 버킷을 가리킵니다._source_uri

{ 
    "DocumentId": "document ID", 
    "Attrib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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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category": "document category", 
        "_created_at": "ISO 8601 encoded string", 
        "_last_updated_at": "ISO 8601 encoded string", 
        "_source_uri": "document URI", 
        "_version": "file version", 
        "_view_count": number of times document has been viewed, 
        "custom attribute key": "custom attribute value", 
         additional custom attributes
    }, 
    "AccessControlList": [ 
         { 
             "Name": "user name", 
             "Type": "GROUP | USER", 
             "Access": "ALLOW | DENY" 
         } 
    ], 
    "Title": "document title", 
    "ContentType": "For example HTML | PDF. For supported content types, see Types of 
 documents."
}

_created_at및_last_updated_at 메타데이터 필드는 ISO 8601 인코딩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30:10 + 01:00 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쿼리를 필터링하거나 쿼리 응답을 그룹화하는 데 사용하는 문서에 대한 추가 정보를Attributes 필드에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지정 문서 필드 만들기 (p. 107)을 참조하세요.

AccessControlList필드를 사용하여 쿼리의 응답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사용자 및 
그룹만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컨텍스트에 따른 필터링 (p. 431)을 참조하세
요.

Amazon S3데이터 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
구성 파일을 사용하여Amazon S3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
서 파일을 지정하거나CreateDataSource (p. 618) 또는UpdateDataSource (p. 805) API를 호출할 
때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파라미터로 지정합니다.

구성 파일에는 S3 접두사를 식별하고 접두사에 대한 액세스 설정을 나열하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접두사는 경로일 수도 있고 개별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접두사가 경로인 경우 액세스 설정은 해당 경로
에 있는 모든 파일에 적용됩니다.

액세스 설정에서 사용자와 그룹을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쿼리할 때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지정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속성으로 필터링 (p. 432)을 참조하세요.

구성 파일의 JSON 구조는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 
    { 
        "keyPrefix": "s3://prefix1", 
        "aclEntries": [ 
            { 
                "Name": "user1", 
                "Type": "USER", 
                "Access": "ALLOW" 
            }, 
            { 
                "Name": "group1", 
                "Type": "GROUP", 
                "Access": "DE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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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eyPrefix": "s3://prefix2", 
        "aclEntries": [ 
            { 
                "Name": "user2", 
                "Type": "USER", 
                "Access": "ALLOW" 
            }, 
            { 
                "Name": "user1", 
                "Type": "USER", 
                "Access": "DENY" 
            }, 
            { 
                "Name": "group1", 
                "Type": "GROUP", 
                "Access": "DENY" 
            } 
        ] 
    }
]

Amazon RDS/Aurora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서를 색인화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연결 정보를 제공한 후 문서를Amazon Kendra 연결하고 인덱싱합니다.

Amazon Kendra는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 Amazon Aurora MySQL
• Amazon Aurora PostgreSQL
• Amazon RDSMySQL의 경우
• Amazon RDS PostgreSQL용

Note

서버리스 Aurora 데이터베이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Database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46)
• 사전 조건 (p. 247)
• 연결 지침 설명 (p. 247)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Virtual private cloud(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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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데이터베이스와AWS 계정에
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 암호 쌍을 데이터 원본의 기본 인증 자격 증명으로 기록했습니다.
• 호스트 이름, 포트 번호, 호스트 주소 및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테이블의 이름을 복사했습

니다. PostgreSQL의 경우 데이터 테이블은 공개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Note

호스트와 포트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찾을 수Amazon Kendra 있는 위치를 알려줍
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테이블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문서 데이터를 찾을Amazon 
Kendra 위치를 알려줍니다.

• 문서 데이터, 문서 ID, 문서 변경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1~5개의 열, 사용자 지정 색인 필드에 매핑되는 선
택적 데이터 테이블 열을 포함하는 데이터 테이블의 열 이름을 복사했습니다. Amazon Kendra예약된 필드 
이름을 테이블 열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엔진 유형 정보 (예: MySQL 또는 다른 유형에 사용하는지 여부)Amazon RDS 를 복사했습
니다.

• 각 문서가 데이터베이스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
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

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데이터베이스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데이
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구성하지 않
은 경우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47).

Console

데이터베이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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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엔드포인트 - DNS 호스트 이름, IPv4 주소 또는 IPv6 주소입니다.
b. 포트 —포트 번호입니다.
c.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
d. 테이블 이름 - 테이블 이름.
e. 인증 유형에서 기존 및 신규 중에서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database-'가 자동으로 암호 이
름에 추가됩니다.

B.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의 경우 - 데이터베이스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C.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f. Virtual Private Cloud (VPC)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VPC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Note

프라이빗 서브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RDS 인스턴스가 VPC의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경우 퍼블릭 서브넷의 NAT 게이트웨이에 대한 아웃바운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프라
이빗 서브넷을 만들 수 있습니다. VPC의 경우 제공되는 서브넷은 미국 서부 (오리건),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및 EU (아일랜드) 에 있어야 합니다.

g.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h.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사용 사례에 따라 Aurora MySQL, MySQL, Aurora PostgreSQL 및 PostgreSQL 중에서 선택하
십시오.

b. SQL 식별자를 큰따옴표로 묶음 - SQL 식별자를 큰따옴표로 묶으려면 선택합니다. 예: 
“colum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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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CL 열 및 변경 감지 열 - 변경 감지 및 액세스 제어 목록에 사용할 열을 구성하는 데Amazon 
Kendra 사용합니다.

d.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Amazon Kendra기본 필드 매핑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
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document_id및 의 데이터베이스 열 값을 추가해야 합니
다.document_body

b. 사용자 지정 필드 매핑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생성합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데이터베이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DatabaseConfigurationAPI를 지정해야 합니다.

• ColumnConfiguration—인덱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 위
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olumnConfiguration 단원을 참조하세요.
DocumentDataColumnName및DocumentIdColumnName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DocumentIdColumnName필드에 매핑된 열은 정수 열이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의 단순 열 구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ColumnConfiguration": { 
    "ChangeDetectingColumns": [ 
        "LastUpdateDate", 
        "LastUpdateTime" 
    ], 
    "DocumentDataColumnName": "TextColumn", 
    "DocumentIdColumnName": "IdentifierColumn", 
    "DocoumentTitleColumnName": "TitleColumn",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AbstractColumn", 
            "IndexFieldName": "Abstract" 
        } 
    ]
}

• ConnectionConfiguration—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유형입니다.
DatabaseHost필드는 데이터베이스의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인스턴
스 엔드포인트여야 합니다. 클러스터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지 마세요.

• DatabaseEngineType—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nectionConfiguration 단원을 참조하세요.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데이터베이스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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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에는 추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DatabaseConfiguration": {
"ConnectionConfiguration": {
"DatabaseHost": "host.subdomain.domain.tld", 
        "DatabaseName": "DocumentDatabase", 
        "DatabasePort": 3306, 
        "SecretArn": "arn:aws:secretmanager:region:account ID:secret/secret name", 
        "TableName": "DocumentTable" 
    }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RoleArnCreateDataSource 호출할 때Secrets Manager 보안 정보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도록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
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Note

프라이빗 서브넷만 사용해야 합니다. RDS 인스턴스가 VPC의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경우 퍼
블릭 서브넷의 NAT 게이트웨이에 대한 아웃바운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 수 있습니다. VPC의 경우 제공되는 서브넷은 미국 서부 (오리건),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및 EU (아일랜드) 에 있어야 합니다.

• 필드 매핑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
십시오.

Amazon FSx
Amazon FSx는 공유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클라우드 기반 파일 서버 시스템입니다. 
Amazon FSx 사용자인 경우 Amazon FSx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mazon Kendra현재는 Windows File Server만 지원합니다Amazon FSx.

Amazon Kendra콘솔과 Fsx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Amazon FSx 데이터 소스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Amazon FSx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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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51)
• 사전 조건 (p. 251)
• 연결 지침 (p. 252)
• 자세히 알아보기 (p. 254)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Amazon FSx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사전 조건
Amazon FSx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하기 전에 Amazon FSx 및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하십시오.

Amazon FSx 에서는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읽기 및 탑재 권한이 있는 Amazon FSx 계정.
•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에 대한Amazon FSx 인증 자격 증명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및 DNS (DNS) 도메인 이름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user@corp.example.com.
• Amazon FSx파일 시스템 ID를 복사했습니다.
• 사용자가 있는 곳에서Amazon VPC (AWSVPC)Amazon FSx 를 사용했습니다.
• 각 문서가 Amazon FSx 및 동일한 인덱스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

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Amazon FSx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

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Amazon FSx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과
Secrets Manager 암호를 생성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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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지침
Amazon FSx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Amazon FSx 데이터 소스의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Amazon FSx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51).

Console

아마존Amazon Kendra FSx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소스 추가 페이지에서 Amazon FSx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소스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 — Windows 파일Amazon FSx 서버용으로 선택합니다.
b. Amazon FSx파일 시스템 ID - 파일 시스템 ID를 선택하거나 새 디렉터리를 생성합니다.
c.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생성하

여 Amazon FSx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Amazon FSX-'라는 접두사가 암호 이름
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B. 사용자 이름의 경우 -Amazon FSx Active Directory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C. 암호의 경우 -Amazon FSx Active Directory 계정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d. Virtual Private Cloud (VPC) -Amazon FSx 데이터 소스와 함께 VPC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브

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e.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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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경 로그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b. Regex 패턴 -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특정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

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Amazon FSx Windows 필드 매핑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
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
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아마존Amazon Kendra FSx에 연결하려면

Fsx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비밀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Amazon FSx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
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username": "user@corp.example.com", 
    "password": "password"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Amazon FSx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FSx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변경 로그 — Amazon FSx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문서를 추가, 업데
이트 또는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Amazon Kendra 결정합니다.

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큰 
경우 Amazon FSx 데이터 소스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Amazon Kendra 덜 걸릴 수 있습니다. Amazon FSx 데이터 소스를 인덱스와 처음으로 동기
화하는 경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콘텐츠 및 콘텐츠 유형을 포함할지 또는 제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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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Amazon FSx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
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Note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 액세스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결과
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테스트하려면 쿼리를 실행할 때 DNS 도메인 이름
을 사용자 이름의 일부로 포함해야 합니다. Active Directory 도메인의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그룹 이름에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FSx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Amazon FSx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Windows 파일 서버용 Amazon FSx용Amazon Kendra 커넥터를 사용하여 Windows 파일 시스템에서 구조
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검색합니다.

Amazon Kendra웹 크롤러
Amazon KendraWeb Crawler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크롤링하고 색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공개 웹 사이트만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크롤링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웹 사이트가 크롤링되지 
않도록 차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부 웹 사이트를 크롤링하려면 웹 프록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웹 프록시
는 공개용이어야 합니다.

인덱싱할 웹 사이트를 선택할 때 Amazon 이용 정책과 기타 모든 Amazon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Web Crawler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인덱싱하거나 인덱싱 권한이 있는 웹 페이지만 사용해야 합니
다. Amazon KendraWeb Crawler가 웹사이트의 색인을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을 참조
하십시오Amazon Kendra웹 크롤러용robots.txt 파일 구성 (p. 258).

Amazon Kendra콘솔과 WebCrawler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웹 크롤러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웹 크롤러 데이터 원본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55)
• 사전 조건 (p. 255)
• 연결 지침 (p. 255)
• 자세히 알아보기 (p. 258)
• Amazon Kendra웹 크롤러용robots.txt 파일 구성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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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웹 크롤러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웹 프록시
• 포함/제외 필터

사전 조건
웹 사이트를Amazon Kendra 색인하는 데 사용하기 전에 웹 사이트 및AWS 계정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세요.

웹 사이트의 경우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인덱싱하려는 웹 사이트의 시드나 사이트 URL을 복사했습니다.
• 크롤링에 기본 인증이 필요한 웹 사이트의 경우: 웹 사이트의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를 복사했습니다.
• 선택 사항: 웹 프록시를 사용하여 크롤링하려는 내부 웹 사이트에 연결하려는 경우 웹 사이트의 호스트 이

름과 포트 번호를 복사했습니다. 웹 프록시는 공개용이어야 합니다. Amazon Kendra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웹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거나 인증 없이 연결할 수 있는 웹 프록시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인덱싱하려는 각 웹 페이지 문서가 고유한지, 동일한 인덱스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도 고유한
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
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웹 크롤러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웹 크롤러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웹 크롤러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웹 크롤
러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웹 크롤러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55).

Console

웹Amazon Kendra 크롤러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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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웹 크롤러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 태그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의 경우 사용 사례에 따라 소스 URL과 소스 사이트맵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각 값을 입력합
니다.

Note

최대 10개의 URL과 세 개의 사이트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맵을 크롤링하려면 기본 또는 루트 URL이 사이트맵 페이지에 나열된 URL에 
사용된 기본 URL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맵 URL이 https://
example.com/sitemap-page.html 인 경우 이 사이트맵 페이지에 나열된 URL도 기본 
URL "https://example.com/ “을 사용해야 합니다.

b. (선택 사항) 웹 프록시의 경우 —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i. 호스트 이름 - 웹 프록시가 필요한 호스트 이름입니다.
ii. 포트 번호 - 호스트 URL 전송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포트 번호는 0에서 

65535 사이의 숫자 값이어야 합니다.
iii.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의 경우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 암호를 만들어 웹 크롤러 인증 자

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
립니다.

iv.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WebCrawler -'는 암호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B.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의 경우 - 웹 사이트에 대한 이러한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입력합
니다.

C. 저장을 선택합니다.
c. (선택 사항) 인증이 있는 호스트 - 인증이 있는 호스트를 추가하려면 선택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크롤링 범위 - 크롤링하려는 웹 페이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b. 크롤링 깊이 - 시드 URL에서Amazon Kendra 크롤링해야 하는 수준 수를 선택합니다.
c. 고급 크롤링 설정 및 추가 구성은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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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최대 파일 크기 - 크롤링할 최대 웹 페이지 또는 첨부 파일 크기입니다. 최소 0.000001 메
가바이트 (1바이트) 입니다. 최대 50메가바이트.

ii. 페이지당 최대 링크 수 - 페이지당 크롤링되는 최대 링크 수입니다. 링크는 표시되는 순서
대로 크롤링됩니다. 최소 1개의 링크/페이지. 페이지당 최대 1000개의 링크.

iii. 최대 URL 수입니다. 최소 1개의 URL/호스트 이름/분. 호스트 이름/분당 최대 300개의 
URL.

iv. 정규식 패턴 - 특정 URL만 포함하거나 저장소의 URL, 파일 유형 또는 특정 파일을 제외하
는 패턴을 추가합니다. 총 100개의 패턴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d.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웹Amazon Kendra 크롤러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WebCrawlerConfigurationAPI를 지정해야 합니다.

• URL - 크롤링하려는 웹 사이트의 시드나 시작 지점 URL SiteMapsConfiguration지정입니다.
SeedUrlConfiguration

사이트맵을 크롤링하려면 기본 또는 루트 URL이 사이트맵 페이지에 나열된 URL에 사용된 기본 URL
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맵 URL이 https://example.com/sitemap-page.html 인 
경우 이 사이트맵 페이지에 나열된 URL도 기본 URL "https://example.com/ “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웹 사이트에 기본 인증이 필요한 경우 호스트 이름, 포
트 번호 및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의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Authentication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ARN을 제공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

시크릿을 사용하여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AWSSecrets Manager
Proxy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 그리고 선택적으로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암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크롤링 모드 -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만 크롤링하거나, 하위 도메인이 있는 호스트 이름을 크롤링하거
나, 웹 페이지가 연결된 다른 도메인도 크롤링하도록 선택합니다.

• 시드 수준에서 크롤링할 웹 사이트의 '깊이' 수준 수입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에 인덱스 수준 (예: 
이 예에서는 시드), 섹션 수준 및 하위 섹션 수준의 세 가지 수준이 있고 인덱스 수준 (수준 0~1) 까지
만 정보를 크롤링하려는 경우 깊이를 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크롤링할 단일 웹 페이지의 최대 URL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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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롤링할 웹 페이지의 최대 크기 (MB) 입니다.
• 1분간 웹 사이트 호스트당 크롤링되는 최대 URL 수입니다.
• 내부 웹 사이트에 연결하고 크롤링하기 위한 웹 프록시 정보입니다.
•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고 크롤링하기 위한 인증 정보입니다.
• 사용자 지정 문서 강화 도구를 사용하여 HTML 메타 태그를 필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려면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HTML 메타 태그 추출 
예제는 CDE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URL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웹 크롤러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 Amazon Kendra의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지식 발견을 재구상하세요

Amazon Kendra웹 크롤러용robots.txt 파일 구성
Amazon KendraAWS고객이 선택한 문서를 인덱싱하고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지능형 검색 서비스입니다. 
웹에서 문서를 인덱싱하기 위해 고객은 인덱싱해야 하는 URL 및 기타 운영 매개 변수를 나타내는Amazon 
Kendra Web Crawl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고객은 특정 웹사이트를 인덱싱하기 전에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Amazon Kendra웹 크롤러는Allow 및 와 같은 표준 robots.txt 지시문을Disallow 준수합니다. 웹 사이
트robot.txt 파일을 수정하여Amazon Kendra Web Crawler가 웹 사이트를 크롤링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웹 크롤러가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방식 구성
Amazon Kendra웹 크롤러가Allow 및Disallow 지시어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인덱싱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되는 웹 페이지와 크롤링되지 않는 웹 페이지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KendraWeb Crawler가 허용되지 않는 웹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웹 페이지를 크롤링하도록 허용하
려면 다음 지시어를 사용하십시오.

User-agent: amazon-kendra    # Amazon Kendra Web Crawler
Disallow: /credential-pages/ # disallow access to specific pages

Amazon KendraWeb Crawler가 특정 웹 페이지만 크롤링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지시어를 사용하십시오.

User-agent: amazon-kendra    # Amazon Kendra Web Crawler
Allow: /pages/ # allow access to specific pages

Amazon KendraWeb Crawler가 모든 웹 사이트 콘텐츠를 크롤링하도록 허용하고 다른 로봇의 크롤링을 허
용하지 않으려면 다음 지시문을 사용하십시오.

User-agent: amazon-kendra # Amazon Kendra Web Crawler
Allow: / # allow access to all pages
User-agent: * # any (other)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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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llow: / # disallow access to any pages

Amazon Kendra웹 크롤러가 웹 사이트를 크롤링하지 못하도록 중지
Disallow지침을 사용하여Amazon Kendra Web Crawler가 웹 사이트를 인덱싱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
다. 크롤링되는 웹 페이지와 크롤링되지 않는 웹 페이지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KendraWeb Crawler가 웹 사이트를 크롤링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음 지시어를 사용하십시오.

User-agent: amazon-kendra # Amazon Kendra Web Crawler
Disallow: / # disallow access to any pages

Amazon Kendra웹 크롤러는 HTML 페이지의 메타 태그에 있는 로봇noindex 및nofollow 지시문도 지원
합니다. 이러한 지시어는 웹 크롤러가 웹 페이지를 인덱싱하지 못하도록 하고 웹 페이지의 링크를 팔로우하
는 것을 중지합니다. 문서 섹션에 메타 태그를 넣어 로봇 규칙의 규칙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웹 페이지에는 로봇noindex 및nofollow 다음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tml> 
            <head>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 nofollow"/> 
                ... 
            </head> 
            <body>...</body> 
            </html> 
         

Amazon KendraWeb Crawler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AWS지원 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
다.

Amazon WorkDocs
Amazon WorkDocs콘텐츠 작성, 편집, 저장 및 공유를 위한 안전한 콘텐츠 협업 서비스입니다. 를 사용하여
Amazon WorkDocs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WorkDocs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Amazon WorkDocs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WorkDocs오레곤, 버지니아 북부, 시드니, 싱가포르 및 아일랜드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WorkDocs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59)
• 사전 조건 (p. 260)
• 연결 지침 (p. 260)
• 자세히 알아보기 (p. 262)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 WorkDocs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259

http://aws.amazon.com/contact-us/?nc1=f_m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WorkDocsConfiguration.html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WorkDocs

• 포함/제외 필터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WorkDocs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WorkDocs 및AWS 계정에서 이러
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에서 WorkDocs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Amazon WorkDocs리포지토리의Amazon WorkDocs 디렉터리 ID (조직 ID) 를 기록했습니다.
• 각 문서가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WorkDocs 원본과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

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기존IAM 역할이 없는 경우 WorkDocs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을 만들 수
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려면 기존IAM 역할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WorkDocs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WorkDocs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WorkDocs 를
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60).

Console

Amazon Kendra연결하려면Amazon WorkDocs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WorkDocs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려면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

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Amazon WorkDocs사이트별 조직 ID - 인덱싱하려는Amazon WorkDocs 사이트의 ID를 선택합
니다. 이미 사이트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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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크롤링 문서 댓글 - 크롤링하려는Amazon WorkDocs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b. 변경 로그 사용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c. Regex 패턴 -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 빈도에 대한 동기화 중 실행 일정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

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
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Amazon WorkDocs

WorkDocs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Amazon WorkDocs디렉터리 ID - 디렉터리의 조직 ID를 지정합니다.Amazon WorkDocs Active
Directory와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AWS Directory Service 서비스에서 조직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 IAM 역할 - WorkDocs 디렉터리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WorkDocs 커
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하기 위해 호출할RoleArn 시기를 지정합니다Amazon 
Kendra.CreateDataSource 자세한 내용은  WorkDocs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 로그 - 인덱스에서 문서를 추가, 업데이트 또는Amazon Kendra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 WorkDocs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큰 경우 WorkDocs 데이터 원본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Amazon Kendra 덜 걸릴 수 있습니다. WorkDocs데이터 소스를 색인과 처음으로 동기화하는 
경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문서 및 문서 설명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각 댓글은 별
도의 문서로 인덱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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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WorkDocs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orkDocs 데이터 원본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
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WorkDocs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Amazon KendraAmazon WorkDocs 커넥터로 시작하기

Box(상자)
Box는 파일 호스팅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댓글, 작
업, 웹링크를 비롯한 Box 콘텐츠의 콘텐츠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Box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Box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Amazon KendraBox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62)
• 사전 조건 (p. 262)
• 연결 지침 지침 설명 (p. 263)
• 자세히 알아보기 (p. 266)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Box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사전 조건
Box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하기 전에 Box 및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
하세요.

Box에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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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엔터프라이즈 또는 박스 엔터프라이즈 플러스 계정
• Box 개발자 콘솔에서 Box 맞춤형 앱을 만들고 서버 인증 (JWT 사용) 을 사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앱 만들기에 대한 Box 설명서 및 JWT Auth 구성에 대한 Box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앱 액세스 수준을 앱+엔터프라이즈 액세스로 설정하고 as-user 헤더를 사용하여 API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관리자 사용자를 사용하여 Box 앱에 다음 애플리케이션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 Box에 저장된 모든 파일 및 폴더 쓰기
• 사용자 관리
• 그룹 관리
• 엔터프라이즈 자산 관리

•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공개 키 ID, 개인 키 ID, 암호 구문 및 인증 자격 증명으로 사용할 기업 ID
를 포함하는 공개/개인 키 쌍을 생성하고 다운로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퍼블릭 키페어와 프라이빗 키
페어를 참조하세요.

• Box 개발자 콘솔 설정 또는 Box 앱에서 Box 엔터프라이즈 ID를 복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801234567# 예
로 들 수 있습니다.

• 각 문서가 Box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
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Box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

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Box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지침 설명
Box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Box 데이터 소
스의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ox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
전 조건 (p. 262).

Console

Amazon KendraBox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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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Box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Box 엔터프라이즈 ID —Box 엔터프라이즈 ID를 입력합니다.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Box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i.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 'AmazonKendra-Box-'는 암호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
됩니다.

ii.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공개 키 ID, 개인 키 ID 및 암호문의 경우 - Box 계정에서 
생성하고 Box 계정에서 다운로드한 공개/개인 키의 값을 입력합니다.

i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 선택 - 크롤링하려는 Box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각 댓글은 
별도의 문서로 인덱싱됩니다.

b. 변경 로그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c. Regex 패턴 -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파일 및 폴더, 댓글, 작업 및 웹 링크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원본 필드에
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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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Amazon KendraBox에 연결하려면

Box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Box 엔터프라이즈 ID —Box 엔터프라이즈 ID를 입력합니다. 기업 ID는 Box 개발자 콘솔 설정에서 또는 
Box에서 앱을 만들 때 찾을 수 있습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Box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clientID": "client-id", 
    "clientSecret": "client-secret", 
    "publicKeyID": "public-key-id", 
    "privateKey": "private-key", 
    "passphrase": "pass-phrase"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Box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ox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변경 로그 - Box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문서를 색인에서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
제해야 하는지 여부를Amazon Kendra 결정합니다.

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큰 
경우 Box 데이터 원본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Amazon 
Kendra 덜 걸릴 수 있습니다. Box 데이터 소스를 색인과 처음으로 동기화하는 경우 모든 문
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Box 파일, 폴더, 댓글, 작업 및 웹 링크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 지정합니
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Box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ox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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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Box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mazon KendraBox 커넥터 시작하기

Confluence
Confluence는 프로젝트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관리를 공유, 저장 및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협업 
작업 관리 도구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Confluence 스페이스, 페이지 (중첩 페이지 포함), 블로
그, 인덱싱된 페이지 및 블로그의 주석 및 첨부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컨플루언스 서버와 컨플루언스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Confluence 아카이브 및 개인 공간을 인덱싱하지Amazon Kendra 않습니다. 데이터 원
본을 만들 때 인덱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인덱싱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Confluence에서 스페이스를 비공개로 표시하세요.

Amazon Kendra콘솔, TemplateConfigurationAPI 또는 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ConfluenceConfiguration

Amazon Kendra에는 두 가지 버전의 Confluence 커넥터가 있습니다. 각 버전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플루언스 커넥터 ConfluenceConfigurationV1.0/API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Confluence 서버에만 해당) Virtual Pri트를 Cloud (VPC)

컨플루언스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V2.0/API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 포함/제외 패턴

Note

컨플루언스 커넥터 Confluence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
정입니다. 컨플루언스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Confluenc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컨플루언스 커넥터 V1.0 (p. 267)

266

http://aws.amazon.com/blogs/machine-learning/getting-started-with-the-amazon-kendra-box-connector/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TemplateConfigu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ConfluenceConfigu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ConfluenceConfigu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TemplateConfiguration.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Confluence

• 컨플루언스 커넥터 V2.0 (p. 271)

컨플루언스 커넥터 V1.0
Confluence는 프로젝트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관리를 공유, 저장 및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협업 
작업 관리 도구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Confluence 스페이스, 페이지 (중첩 페이지 포함), 블로
그, 인덱싱된 페이지 및 블로그의 주석 및 첨부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Note

컨플루언스 커넥터 Confluence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
정입니다. 컨플루언스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Confluenc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67)
• 사전 조건 (p. 267)
• 연결 설명 (p. 268)
• 자세히 알아보기 (p. 271)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Confluence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Confluence 서버에만 해당) Virtual Pri트를 Cloud (VPC)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Confluence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Confluence 및AWS 계정에서 이
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Confluence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을 통해 Confluence 인스턴스 내의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는Amazon Kendra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confluence-administrators그룹 구성원Amazon Kendra 만들기.
• 모든 기존 스페이스, 블로그 및 페이지에 사이트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 Confluence 인스턴스의 URL을 복사했습니다.
• SSO (Single Sign-On) 사용자의 경우: Confluence 데이터 센터에서 Confluence 인증 방법을 구성할 때 사

용자 이름 및 암호에 대한 로그인 시 표시 페이지를 활성화했습니다.
•

컨플루언스 서버용
• 연결할 Confluence 관리 계정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포함된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기록해Amazon 

Kendra 두었습니다.
• 선택 사항: 연결할 Confluence 계정에서 개인 액세스 토큰을Amazon Kendra 생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개인 액세스 토큰 생성에 대한 Confluenc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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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플루언스 클라우드용
• 컨플루언스 계정에서 API 토큰을 생성했습니다. 이 API 토큰을 암호로 사용하고 Confluence 사용자 

이름을 인증 자격 증명의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lassian 계정의 API 토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 선택 사항: 연결할 Confluence 계정에서 개인 액세스 토큰을Amazon Kendra 생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개인 액세스 토큰 생성에 대한 Confluenc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ote

기본 인증을 사용하든 개인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Confluence 인스턴스에 대한 관
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 각 문서가 Confluence 및 동일한 인덱스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
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Confluenc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Confluence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설명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Confluence 자격 증명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Confluence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67).

Console

Amazon Kendra컨플루언스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Confluence 커넥터 V1.0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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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연결을 통해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
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사용 사례에 따라 Confluence 클라우드와 Confluence 서버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b. Confluence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i. 컨플루언스 URL — 귀하의 컨플루언스 URL.
ii. 기본 인증 —컨플루언스 호스트 이름.
iii.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Confluence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시크릿을 생성하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시크릿 창이 열립니다.

•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I.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Confluence-' 접두사가 자동으로 
비밀 이름에 추가됩니다.

II.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의 경우 - Confluence 사용자 이름과 Confluence API 토큰을 
암호로 입력합니다.

III.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c. Confluence 서버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i. 컨플루언스 URL - 컨플루언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입니다.
ii. (선택 사항) 웹 프록시의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호스트 이름 - Confluence 계정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B. 포트 번호 - 호스트 URL 전송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iii. 기본 인증과 개인용 액세스 토큰 중에서 선택하세요.
iv.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Confluence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시크릿을 생성하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시크릿 창이 열립니다.

•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I.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Confluence-' 접두사가 자동으로 
비밀 이름에 추가됩니다.

II. 사용자 이름 및 암호 - Confluence 계정에서 생성하고 다운로드한 인증 자격 증
명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Confluence 사용자 이름과 암
호를 인증 자격 증명으로 사용하십시오.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Confluence 계정에서 생성한 개인 액세스 토큰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III.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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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 공간 포함 및 보관된 공간 포함의 경우 - 이 데이터 원본에 포함할 선택적 공간 유형을 선
택합니다.

b. 추가 구성의 경우 —특정 컨텐츠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정규 표현식 패턴을 지정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선택한 공백 내에서 연결을 크롤링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d.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스페이스, 페이지, 블로그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원본 필드 또는 추가 제
안 필드 매핑에서 선택하여 인덱스 필드를 추가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
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컨플루언스에 연결하려면

Confluenc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Confluence 버전 - 사용 중인 Confluence 인스턴스의 버전을CLOUD 또는 로 지정합니다SERVER.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Confluence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Confluence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Confluence 사용자 이름과 암호 또는 개인 액세스 토큰을 자격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nfluence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인증 자격 증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자격 증명을 JSON 구조로
Secrets Manager 암호에 저장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

개인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Confluence Server를Amazon Kendra 연결하는 경우 다음 자격 증명을 
JSON 구조로Secrets Manager 암호에 저장합니다.

{ 
    "patToken": "personal access token"
}

Confluence Cloud를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Confluence 사용자 이름과 
Confluence 계정에서 생성된 API 토큰을 암호로 사용합니다. 다음 자격 증명을Secrets Manager 암호
에 JSON 구조로 저장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API to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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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CreateDataSource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Confluenc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하기 위해 호출할RoleArn 시기를 지정합
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웹 프록시 - 웹 프록시를 통해 Confluence URL 인스턴스에 연결할지 여부입니다. Confluence 서버에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nfluence Server만 해당)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포함 및 제외 필터: 특정 공백,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블로그 게시물 첨부 파
일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하면 인덱싱된 페이지 및 블로그의 첨부 파일만 인덱싱됩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
조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Confluence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Amazon Kendra컨플루언스 서버 커넥터 구성

컨플루언스 커넥터 V2.0
Confluence는 프로젝트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품 관리를 공유, 저장 및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협업 
작업 관리 도구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Confluence 스페이스, 페이지 (중첩 페이지 포함), 블로
그, 인덱싱된 페이지 및 블로그의 주석 및 첨부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Confluenc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72)
• 사전 조건 (p. 272)
• 연결 설명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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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Confluence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 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 포함/제외 패턴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Confluence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Confluence 및AWS 계정에서 이
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Confluence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컨플루언스 인스턴스 URL을 복사했습니다. 예: https://example.confluence.com. 연결하려면 
Confluence 인스턴스 URL이 필요합니다Amazon Kendra.

• Confluence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름 (Confluence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이메일 
ID) 과 암호 (Confluence API 토큰)Amazon Kendra 를 포함하는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구성했습니다. 
Confluence API 토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lassian 계정의 API 토큰 관리를 참조하십시
오.

• 선택 사항: Confluence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Amazon Kendra Confluence 앱 키, Confluence 앱 암
호, Confluence 액세스 토큰 및 Confluence 새로 고침 토큰을 포함하는 OAuth 2.0 자격 증명을 구성했습
니다.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새로 고침 토큰을 사용하여 액세스 토큰과 새로 고침 토큰 쌍을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승인 프로세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OAuth 액세스 토큰 관리 를 참조하세요.

• (Confluence 서버만 해당) 선택 사항: Confluence 인스턴스에Amazon Kendra 연결할 수 있도록 
Confluence 토큰이 포함된 개인 액세스 토큰 (PAT) 을 구성했습니다. PAT 토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개인용 액세스 토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WS계정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Confluenc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Confluence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설명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Confluence 자격 증명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Confluence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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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Amazon Kendra컨플루언스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소스 추가 페이지에서 Confluence 커넥터 V2.0을 선택한 다음 커넥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연결을 통해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

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에서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호스팅 방법에 따라 Confluence 클라우드와 Confluence 서
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 컨플루언스 URL - 컨플루언스 호스트 URL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호스트 URL의 형식은
https://example.confluence.com 입니다.

c. 사용 사례에 따라 기본 인증, Oauth 2.0 인증 및 (Confluence 서버만 해당) 개인 액세스 토큰 인
증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d.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Confluence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시크릿을 생성하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시크릿 창이 열립니다.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i.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Confluence-' 접두사가 자동으로 비밀 이름
에 추가됩니다.

ii.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Confluence 계정에서 생성하고 다운로드한 암호 이름, 사용
자 이름 및 암호 (Confluence API 토큰) 를 입력합니다.

OAuth2.0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Confluence 계정에서 생성한 암호 이름, 앱 키, 앱 암호,
액세스 토큰 및 새로 고침 토큰을 입력합니다.

(Confluence 서버만 해당) 개인 액세스 토큰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Confluence 계정에서 
생성한 시크릿 이름과 Confluence 토큰을 입력합니다.

iii. 저장을 선택하고 암호를 추가합니다.
e. VPC 및 보안 그룹 구성 (선택 사항, Virtual Private Cloud (VPC) 에서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f. ID 크롤러 - ID 크롤러를 활성화하여Amazon Kendra ID 정보를 동기화하도록 선택합니다. ID 

크롤러를 끄려면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g.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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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h.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동기화 범위에서 동기화 콘텐츠의 경우 페이지, 페이지 댓글, 페이지 첨부 파일, 블로그, 블로그
댓글, 블로그 첨부 파일, 개인 공간, 보관된 스페이스, 보관된 페이지 등의 엔티티 유형 중에서
동기화하도록 선택합니다.

Note

페이지 댓글과 페이지 첨부 파일은 페이지를 동기화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댓글과 블로그 첨부 파일은 블로그를 동기화하도록 선택한 경우
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b. 스페이스 정규식 패턴의 추가 구성에서 다음을 사용하여 인덱스에 특정 스페이스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스페이스 키 —예: my-space-123.
• URL —예:. */MySite/MyDocuments/.
• 파일 유형 —.pdf, .txt#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엔티티 제목 정규식 패턴의 경우 - 제목별로 특정 블로그, 페이지, 댓글 및 첨부 파일을 포함
하거나 제외할 정규 표현식 패턴을 지정합니다.

c. 동기화 모드에서는 데이터 소스 콘텐츠가 변경될 때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합
니다. 데이터 원본을 처음으로 동기화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 전체 동기화 -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기화합니다.
• 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 - 새 콘텐츠, 수정 콘텐츠 및 삭제된 콘텐츠만 동기화

합니다.
d. 동기화 중 실행 일정,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스페이스, 페이지, 블로그, 댓글 및 첨부 파일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
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
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컨플루언스에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합니다CONFLUENC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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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URL - Confluence 호스트 인스턴스 버전을 지정합니다. 예: https://
example.confluence.com.

• 인증 유형 - Confluence 인스턴스의 인증 유형 (Personal-token예:) 을 지정합니다.BasicOAuth2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동기화 모드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

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항목: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텐츠, 수정 콘텐츠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합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Confluence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기본 계정 인증 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은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username": "Confluence account user name",
"password": "Confluence API token"
}

OAuth 2.0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는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confluenceAppKey": "app key for your Confluence account",
"confluenceAppSecret": "app secret from your Confluence token",
"confluenceAccessToken": "access token created in Confluence",
"confluenceRefreshToken": "refresh token created in Confluence"
}

(Confluence Server에만 해당) 개인 액세스 토큰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는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patToken": "Confluence token"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CreateDataSource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Confluenc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하기 위해 호출할RoleArn 시기를 지정합
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스페이스, 페이지, 블로그, 댓글과 첨부 파일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 지
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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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
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Virtual Pri트를 Cloud (VPC) -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필드 매핑 -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컨플루언스 템플릿 스키마 (p. 123).

주석

• 개인 액세스 토큰 (PAT) 은 Confluence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정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
아직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제공하지Amazon Kendra 않는 리포지토리가 있는 경우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을 사용하십시오. 리포지토리를 동기화하는 데 의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여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실행 기록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를 사용하여Amazon Kendra 데이터 원본과 사용자 지정 소스 간에 일관된 동기화 모니터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지정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면 BatchPutDocument및 BatchDeleteDocumentAPI를 사
용하여 만든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동기화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사용자 정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 문제 해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십시오데이
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을 만들면 색인화할 문서를 선택하는 방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는 데이터 원본 동기화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소스 색인
이 생성되는 문서를 결정하는 크롤러를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Document 객체를 사용하여 문서의 기본 제목을 지정해야 하며Query 결과의_source_uri
DocumentAttribute응답에DocumentURI 포함되도록 하려면 해당 문서의 기본 제목을 지정해
야DocumentTitle 합니다.

콘솔이나 CreateDataSource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의 식별자를 생성합니다. 콘솔을 사용
하려면 데이터 원본에 이름을 지정하고 선택적으로 설명과 리소스 태그를 지정하세요. 데이터 소스가 생성되
면 데이터 소스 ID가 표시됩니다. 데이터 원본을 인덱스와 동기화할 때 사용할 이 ID를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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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ataSource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데이터 원본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API는 데이터 원본
을 동기화할 때 사용할 ID를 반환합니다. CreateDataSource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을 
만들 때는RoleArn 또는Schedule 매개 변수를Configuration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를 
설정하면ValidationException 예외가Amazon Kendra 반환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려면Amazon Kendra 인덱스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
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은 생성한 크롤러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롤러는 저장소의 문서를 읽고 보낼 문서를 결
정합니다Amazon Kendra.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리포지토리를 크롤링하고 리포지토리에서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된 문서 목록을 만드세요.
2. StartDataSourceSyncJobAPI를 호출하여 동기화 작업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동기화 중인 데이터 

원본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원본 ID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특정 동기화 작업을 식별하기 위한 
실행 ID를 반환합니다.

3. BatchDeleteDocumentAPI를 호출하여 인덱스에서 문서를 제거합니다. 데이터 원본 ID 및 실행 ID를 제공
하여 동기화 중인 데이터 원본과 이 업데이트와 관련된 작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4. StopDataSourceSyncJobAPI를 호출하여 동기화 작업의 종료를 알립니다.
StopDataSourceSyncJobAPI를 호출한 후에는 연결된 실행 ID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5. 인덱스 및 데이터 소스 식별자를 ListDataSourceSyncJobs사용하여 API를 호출하여 데이터 소스의 동기
화 작업을 나열하고 동기화 작업에 대한 메트릭을 확인합니다.

동기화 작업을 종료한 후 새 동기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모든 문서가 색인에 추가되기까지
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ListDataSourceSyncJobsAPI를 사용하여 동기화 작업의 상태
를 확인합니다. 동기화 작업에 대해Status 반환된 항목이SYNCING_INDEXING 인 경우 일부 문서는 여전
히 인덱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작업의 상태가FAILEDSUCCEEDED, 또는 일 때 새 동기화 작업을 시작할 
수SYNCING_INDEX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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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호출한 후에는BatchPutDocument 또는StopDataSourceSyncJobBatchDeleteDocument
API를 호출할 때 동기화 작업 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출된 모든 문서가 API
의FailedDocuments 응답 메시지로 반환됩니다.

필수 속성
BatchPutDocument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문서에는 해당 문서가 속한 
데이터 소스 및 동기화 실행을 식별하는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가지 속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 _data_source_id—데이터 원본의 식별자입니다. 이는 콘솔이나CreateDataSource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를 만들 때 반환됩니다.

• _data_source_sync_job_execution_id—동기화 실행의 식별자입니다. 이
는StartDataSourceSyncJob API와의 인덱스 동기화를 시작할 때 반환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문서를 인덱싱하는 데 필요한 JSON입니다.

{ 
    "Documents": [ 
        { 
            "Attributes": [ 
                { 
                    "Key": "_data_source_id", 
                    "Value": { 
                        "StringValue": "data source identifier" 
                    } 
                }, 
                { 
                    "Key": "_data_source_sync_job_execution_id", 
                    "Value": { 
                        "StringValue": "sync job identifier" 
                    } 
                } 
            ], 
            "Blob": "document content", 
            "ContentType": "content type", 
            "Id": "document identifier", 
            "Title": "document title" 
        } 
    ], 
    "IndexId": "index identifier", 
    "RoleArn": "IAM role ARN"
}

BatchDeleteDocumentAPI를 사용하여 색인에서 문서를 제거하는 경
우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파라미터에 다음 두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 DataSourceId—데이터 원본의 식별자입니다. 이는 콘솔이나CreateDataSource API를 사용하여 데
이터 소스를 만들 때 반환됩니다.

• DataSourceSyncJobId—동기화 실행의 식별자입니다. 이는StartDataSourceSyncJob API와의 인
덱스 동기화를 시작할 때 반환됩니다.

다음은BatchDeleteDocument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문서를 삭제하는 데 필요한 JSON입니다.

{ 
    "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 
        "DataSourceId": "data source identifier", 
        "DataSourceSyncJobId": "sync job identif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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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IdList": [ 
        "document identifier" 
    ], 
    "IndexId": "index identifier"
}

지표 보기
동기화 작업이 완료된 후 DataSourceSyncJobMetricsAPI를 사용하여 동기화 작업과 관련된 메트릭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데이터 소스 동기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BatchPutDocumentAPI 또는 API의 일부로 동일한 문서를 여러 번 제출하거나 문서가 추가 및 삭제를 위해 
제출된 경우 문서는 지표에서 한 번만 계산됩니다.BatchDeleteDocument

• DocumentsAdded—인덱스에 처음으로 추가된 이 동기화 작업과 관련된BatchPutDocument API를 사
용하여 제출된 문서 수입니다. 문서가 동기화된 상태에서 두 번 이상 추가를 위해 제출된 경우 해당 문서는 
지표에서 한 번만 계산됩니다.

• DocumentsDeleted—인덱스에서 삭제된 이 동기화 작업과 관련된BatchDeleteDocument API를 사용
하여 제출한 문서 수입니다. 문서가 동기화에서 두 번 이상 삭제를 위해 제출된 경우 해당 문서는 지표에서 
한 번만 계산됩니다.

• DocumentsFailed—이 동기화 작업과 관련하여 인덱싱에 실패한 문서 수입니다. 이 문서는 에서 인덱싱
하도록Amazon Kendra 승인했지만 인덱싱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문서입니다. 에서 문서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BatchPutDocument 및BatchDeleteDocument API의FailedDocuments response 속성에 해당 
문서의 식별자가 반환됩니다.Amazon Kendra

• DocumentsModified—이 동기화 작업과 관련된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제출된 수정된 
문서 중Amazon Kendra 인덱스에서 수정된 문서의 수입니다.

Amazon Kendra또한 문서를 인덱싱하는 동안Amazon CloudWatch 메트릭을 내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는 
을 Amazon Kendra모니터링하는 섹션을 참조하세요Amazon CloudWatch.

Amazon Kendra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의DocumentsScanned 메트릭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Amazon Kendra데이터 소스의CloudWatch 지표 문서에 나열된 지표도 내보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사용자 지정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과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소스 추가Amazon Kendra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Java)
다음 코드는 Java를 사용한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의 샘플 구현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사용자 지
정 데이터 원본을 만든 다음 해당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색인에서 문서를 추가하고 제거합니다. 마지막으
로 데이터 소스 동기화 실행의 메트릭을 가져옵니다.

다음 코드는 동일한 샘플에서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애플리케이션
에서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를 동기화할 때마다 새 데이터 원본을 만들 필요가 없
습니다.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AWSkendra;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AWSkendraClientBuild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BatchDeleteDocument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BatchDeleteDocumentResul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BatchPutDocument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BatchPutDocument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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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CreateDataSource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CreateDataSourceResul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DataSourceType;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Documen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DocumentAttribute;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DocumentAttributeValue;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ListDataSourceSyncJobsResul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StartDataSourceSyncJobResul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StopDataSourceSyncJobRequest;
import com.amazonaws.services.kendra.model.StopDataSourceSyncJobResult;

public class SampleSyncForCustomDataSourc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final AWSkendra awskendraClient = AWSkendraClientBuilder.standard().build(); 

    final String indexId = "Amazon Kendra index ID"; 

    // Create custom data source. 
    final CreateDataSourceRequest createDataSourceRequest = new CreateDataSourceRequest() 
        .withName("sample-custom-data-source") 
        .withType(DataSourceType.CUSTOM) 
        .withDescription("description of sample-custom-data-source") 
        .withIndexId(indexId); 
    final CreateDataSourceResult createDataSourceResult = 
 awskendraClient.createDataSource(createDataSourceRequest); 

    // Get the data source id from createDataSourceResult. 
    final String datasourceId = createDataSourceResult.getId(); 

    // Wait for the custom data source to become active. 
    // You can use the DescribeDataSource API to check the status 
    . 
    . 
    . 
    . 

    // Start the sync by calling StartDataSourceSync and providing your index id  
    // and your custom data source id 
    final StartDataSourceSyncJobResult startDataSourceSyncJobResult = 
 awskendraClient.startDataSourceSyncJob( 
        new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withIndexId(indexId) 
            .withId(datasourceId) 
    ); 
    final String executionId = startDataSourceSyncJobResult.getExecutionId(); 

    // To associate documents with an synchronization run, add the data source ID and  
    // execution ID as attributes to the BatchPutDocument request. The key for the 
    // data source ID is "_data_source_id" and the key for the execution run ID is 
    // "_data_source_sync_job_execution_id".  
    final BatchPutDocumentRequest batchPutDocumentRequest = new BatchPutDocumentRequest() 
        .withIndexId(indexId) 
        .withDocuments( 
            new Document() 
                .withAttributes( 
                    new DocumentAttribute() 
                        .withKey("_data_source_id") 
                        .withValue( 
                            new DocumentAttributeValue() 
                                .withStringValue(datasource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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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DocumentAttribute() 
                        .withKey("_data_source_sync_job_execution_id") 
                        .withValue( 
                            new DocumentAttributeValue() 
                                .withStringValue(executionId) 
                        ) 
                ).withId("first_document_id") 
                .withBlob(..) 
                . 
                . 
            , new Document() 
                .withAttributes( 
                    new DocumentAttribute() 
                        .withKey("_data_source_id") 
                        .withValue( 
                            new DocumentAttributeValue() 
                                .withStringValue(datasourceId) 
                        ), 
                    new DocumentAttribute() 
                        .withKey("_data_source_sync_job_execution_id") 
                        .withValue( 
                            new DocumentAttributeValue() 
                                .withStringValue(executionId) 
                        ) 

                ).withId("second_document_id") 
                .withBlob(..) 
                . 
                . 
            , .....More documents    

        ); 
    // Call the BatchPutRequest API. 
    final BatchPutDocumentResult batchPutDocumentResult = 
 awskendraClient.batchPutDocument(batchPutDocumentRequest); 
     
    // To delete documents, provide you custom data source ID and job execution ID in the  
    // DataSourceSyncJobMetrics parameter in the BatchDeleteDocument request. 
    BatchDeleteDocumentRequest batchDeleteDocumentRequest = new 
 BatchDeleteDocumentRequest() 
        .withDocumentIdList( 
            "id_of_first_document_to_delete", 
            "id_of_second_document_to_delete", 
            "id_of_third_document_to_delete", 
            . 
            . 
            . 
        ) 
        .with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new 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withDataSourceSyncJobId(executionId) 
                .withDataSourceId(datasourceId) 
        ) 
        .withIndexId(indexId); 
    // Make BatchPutRequest call. 
    final BatchDeleteDocumentResult batchDeleteDocumentResult = 
 awskendraClient.batchDeleteDocument(batchDeleteDocumentRequest); 
     
    // Repeat BatchPutDocument and BatchDeleteDocument requests for all the documents in 
 your  
    // repository to sync with Amazon Kendra. 

    // After you are finished, call the StopDataSourceSyncJob API to signal the end of the 
 sync job. 
    final StopDataSourceSyncJobResult stopDataSourceSyncJobResult = 
 awskendraClient.stopDataSourceSync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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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StopDataSourceSyncJobRequest() 
            .withIndexId(indexId) 
            .withId(datasourceId) 
    ); 

    // After you call the StopDataSourceSyncJob API, you can start another sync job.  
    // You can't use the BatchPutDocument or BatchDeleteDocument API requests with a 
    // stopped job execution ID. 

    // It can take time to index all of the documents submitted. Use the 
 ListDataSourceSyncJobs  
    // API to get the status of a sync job and number of documents added, modified, failed  
    // or deleted as part of this sync with your Amazon Kendra index. 

    // If the sync job status is SYNCING_INDEXING, documents are still being indexed. 

    // Jobs are sorted in reverse order of their start time with the most recent first. 
    final ListDataSourceSyncJobsResult listDataSourceSyncJobsResult = 
 awskendraClient.listDataSourceSyncJobs( 
        new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withIndexId(indexId) 
            .withId(datasourceId) 
    ); 
  }

}

드롭박스
Dropbox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문서 정리 및 문서 템플릿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일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Dropbox 사용자는 Dropbox 파일, Dropbox Paper 템플릿 및 저장된 웹 페이지 바로 가기를 색인화하는 데 사
용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특정 Dropbox 파일, Dropbox Paper 템플릿 및 저장된 웹 페이지 바로 가
기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Kendra드롭박스 비즈니스용 드롭박스와 드롭박스 어드밴스드를 모두 지원합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Dropbox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Dropbox 데이터 원본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82)
• 사전 조건 (p. 283)
• 연결 지침 설명 (p. 284)
• 자세히 알아보기 (p. 286)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Dropbox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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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Dropbox 데이터 원본의 색인을 생성하는Amazon Kendra 데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Dropbox와AWS 계정
에서 변경하세요.

Dropbox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Dropbox 고급 계정을 만들고 관리자 사용자를 설정했습니다.
• 고유한 앱 이름을 가진 Dropbox 앱을 만들고 범위 지정 액세스를 활성화했습니다. 앱 만들기에 대한 

Dropbox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Dropbox 콘솔에서 전체 Dropbox 권한을 활성화하고 다음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 파일. 콘텐츠. 읽기
• 파일.메타데이터.읽기
• 공유. 읽기
• 파일_요청. 읽기
• 그룹. 읽기
• 팀_정보. 읽기
• 팀_데이터.콘텐츠.read

• Dropbox 앱 키, Dropbox 앱 암호, Dropbox 액세스 토큰을 기본 인증 자격 증명으로 기록했습니다.
• Dropbox 앱을 위한 임시 Oauth 2.0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고 복사했습니다. 이 토큰은 일시적이며 4시간 후

에 만료됩니다. OAuth 인증에 대한 Dropbox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ote

4시간 후에 만료되는 일회성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것보다 만료되지 않는 Dropbox 새로 고침 
액세스 토큰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고침 액세스 토큰은 영구적이며 만료되지 않으므로 이
후에도 데이터 원본을 계속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권장: 데이터 원본을 중단 없이 계속 동기화할 수Amazon Kendra 있도록 만료되지 않는 Dropbox 영구 새
로 고침 토큰을 구성했습니다. 새로 고침 토큰에 대한 Dropbox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각 문서가 Dropbox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
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Dropbox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

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이나 암호가 없는 경우 Dropbox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과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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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지침 설명
Dropbox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Dropbox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Dropbox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83).

Console

드롭박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Dropbox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인증 토큰 유형 - 사용 사례에 따라 영구 토큰 (권장) 과 액세스 토큰 (임시 사용) 중에서 선택합
니다.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Dropbox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
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Dropbox-' 접두사가 암호 이름에 자동
으로 추가됩니다.

B. 앱 키, 앱 암호 및 토큰 정보 (영구 또는 임시): Dropbox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
명 값을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Virtual Private Cloud (VPC) — Virtual Private Cloud (VPC)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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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 선택 - 크롤링하려는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을 선택합니다.
b. 로그 모드 변경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c. Regex 패턴의 추가 구성에서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합

니다.
d.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파일, Dropbox Paper 및 Dropbox Paper 템플릿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
드 중에서 색인에 매핑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드롭박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해야DROPBOX 합니다.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비밀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Dropbox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appKey": "Dropbox app key",
"appSecret": "Dropbox app secret",
"accesstoken": "temporary access token or refresh access token"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통화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IAM 역할에Secrets Manager 암호
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Dropbox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ropbox 데이터 원본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irtual Private Cloud) -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
정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변경 로그 —Dropbox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문서를 색인에서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Amazon Kendra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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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크
면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Dropbox 데이터 원본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시간이Amazon 
Kendra 덜 걸릴 수 있습니다. Dropbox 데이터 소스를 색인과 처음으로 동기화하는 경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파일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Dropbox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색인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ropbox 데이터 원본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세요.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드롭박스 템플릿 스키마 (p. 132).

자세히 알아보기
Amazon Kendra Kendra를 Dropbox 데이터 소스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 Dropbox 커넥터를 사용하여 Dropbox 콘텐츠의 색인을 생성하세요.Amazon Kendra

GitHub
GitHub 버전 제어와 함께 코드 저장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웹 기반 호스팅 서비
스입니다. GitHub Enterprise Cloud (SaaS) 및 GitHub Enterprise Server (On Prem) 리포지토리 파일을 인덱
싱하고, 요청 및 풀 리퀘스트 코멘트를 발행하고, 풀 리퀘스트 코멘트를 발행하고 풀 리퀘스트 코멘트를 첨부
하는 데 사용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GitHub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GitHub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GitHub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86)
• 사전 조건 (p. 287)
• 연결 지침 지침 (p. 288)
• 자세히 알아보기 (p. 290)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 GitHub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286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field-mapping.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user-context-filter.html
http://aws.amazon.com/blogs/machine-learning/index-your-dropbox-content-using-the-dropbox-connector-for-amazon-kendra/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GitHubConfiguration.html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GitHub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GitHub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GitHub 및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
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에서 GitHub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GitHub 조직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GitHub 사용자를 생성했습니다.
• 인증 자격 증명을 위한 개인 액세스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용 액세스 토큰 생성GitHub 문서를 참조하

십시오.
• 권장: 인증 자격 증명을 위한 OAuth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OAuth 토큰을 사용하면 API 스로틀 제한 및 커

넥터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OAuth 승인에 대한GitHub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선택 사항: SSL 인증서를 설치했습니다.
• 사용 중인 GitHub 서비스 유형의 GitHub 호스트 URL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GitHub 클라우드

의 호스트 URL은 https://api.github.com 이고 GitHub 서버의 호스트 URL은 on-prem-host-
urlhttps:///api/v3/# 수 있습니다.

• GitHub 설정에서 리포지토리의 GitHub 조직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SaaS) 용
• 리포지토리:상태
• 공개_리포지토리
• 리포지토리:초대
• 읽기:조직
• 사용자:이메일
• 읽기:사용자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용 (온프레미스)
• 리포지토리:상태
• 공개_리포지토리
• 리포지토리:초대
• 읽기:조직
• 사용자:이메일
• 읽기:사용자
• 사이트_관리자

• 각 문서가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GitHub 원본과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
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GitHub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

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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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GitHub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지침
GitHub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GitHub 데
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GitHub 를Amazon Kendra 참
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287).

Console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GitHub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GitHub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GitHub소스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와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 중에서 선택합니다.
b. GitHub 호스트 URL - GitHub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c. GitHub 조직 이름 - GitHub 조직 이름을 입력합니다. GitHub 계정에서 조직 정보를 찾을 수 있

습니다.
d. AWSSecrets Managersecret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생성하여 

GitHub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
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GitHub -'는 암호 이름에 자동으
로 추가됩니다.

B. GitHub토큰의 경우 - GitHub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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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f.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g.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크롤링할 리포지토리 선택 - 크롤링하려는 GitHub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b. 변경 로그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c. 콘텐츠 유형 - 포함하려는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d. Regex 패턴 -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 동기화 중 실행 일정, 빈도 -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와 동기화하는 빈도를 참조하십시오.
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리포지토리, 리포지토리 커밋, 이슈 문서, 이슈 코멘트, 이슈 첨부, 풀 요청 코멘트, 풀 리퀘스트 
문서, 풀 리퀘스트 첨부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에서 인덱스에 매핑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GitHub

GitHubConfigurationAPI 객체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유형 - 데이터 소스 유형을SAAS 또는 로 지정합니다ON_PREMISE.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GitHub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personalToken": "token"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IAM 역할에Secrets Manager 암호
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GitHub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Amazon Kendra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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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Note

GitHub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를 사용하여 GitHub 서버에Amazon VPC 연결해야 합니다.
• 변경 로그 - 인덱스에서 문서를 추가, 업데이트 또는Amazon Kendra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 GitHub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큰 경우 GitHub 데이터 원본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Amazon Kendra 덜 걸릴 수 있습니다. GitHub데이터 소스를 색인과 처음으로 동기화하는 경
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파일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GitHub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
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 데이터 원본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시
오.

자세히 알아보기
GitHub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과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강력한Amazon Kendra GitHub 커넥터로 GitHub 리포지토리에서의 검색을 재구상하세요

Gmail
Gmail은 Google에서 개발한 이메일 클라이언트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Gmail 메시지는 폴더 및 라벨을 사용하여 이메일 받은편지함에 정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이메일 메시지와 메시지 첨부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할 특정 이메일 메시지, 
메시지 첨부 파일 및 레이블을 포함하거나Amazon Kendra 제외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Gmail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Gmail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91)
• 사전 조건 (p. 291)
• 연결 지침 (p. 291)
• 주석 (p.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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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기능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사전 조건
Gmail 데이터 원본의 색인을 생성하는Amazon Kendra 데 사용하려면 먼저 Gmail 및AWS 계정에서 변경하
세요.

Gmail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Google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Google Cloud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 관리자 계정에서 Gmail API 및 관리자 SDK API를 활성화했습니다.
• 서비스 계정을 만들고 Gmail용 JSON 비공개 키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비공개 키를 생성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gle Cloud 문서에서 서비스 계정 키 및 서비스 계정 사용자 인증 정보를 만
드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 인증에 사용할 관리자 계정 이메일, 서비스 계정 이메일 및 개인 키를 복사했습니다.
• 사용자 및 인덱싱하려는 공유 디렉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Oauth 범위 (관리자 역할 사용) 를 추가했습니

다.
•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user.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gmail.readonly

• 각 문서가 Gmail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
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Gmail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번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이나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Gmail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Gmail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Gmail 사용
자 인증 정보의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Gmail을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면Amazon Kendra 을 참조하십
시오사전 조건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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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Amazon KendraGmail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Gmail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비밀번호 인증에서 - 기존 비밀번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만들어 
Gmail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AWSSecrets Manager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
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B. 클라이언트 이메일 - Google 서비스 계정에서 복사한 클라이언트 이메일입니다.
C. 관리자 계정 이메일 - 사용하려는 관리자 계정 이메일입니다.
D. 비공개 키 - Google 서비스 계정에서 복사한 비공개 키입니다.
E. 저장을 선택합니다.

b.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c.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동기화 범위에서 엔티티 유형 - 메시지 첨부 파일을 선택하여 메시지 첨부 파일을 동기화합니
다.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동기화됩니다.

b. (선택 사항) 추가 구성을 위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i. 날짜 범위 - 날짜 범위를 입력하여 크롤링할 이메일의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지정합니
다.

ii. 이메일 도메인 - 도메인을 기반으로 이메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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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목의 키워드 —제목의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메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Note

입력한 모든 주제 키워드와 일치하는 문서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v. 레이블 -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특정 레이블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

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v. 첨부 파일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특정 첨부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동기화 모드에서는 데이터 소스 콘텐츠가 변경될 때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합

니다. 데이터 원본을 처음으로 동기화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 전체 동기화 -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기화합니다.
• 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 - 새 콘텐츠, 수정 콘텐츠 및 삭제된 콘텐츠만 동기화

합니다.

Important

영구적으로 삭제된 Gmail 메시지, 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를 업데이
트하는 API가 없기 때문에:
• Gmail에서 영구 삭제된 메시지는Amazon Kendra 색인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 Gmail 이메일 라벨의 변경사항이 동기화되지 않음
Gmail 데이터 소스 라벨 변경 사항과 영구 삭제된 이메일 메시지를Amazon Kendra 
색인에 동기화하려면 전체 크롤링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d. 동기화 중 실행 일정,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메시지 및 메시지 첨부 파일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
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Note

Amazon KendraGmail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API 제한으로 인해 맞춤 색인 필드 생성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b.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TemplateConfiguration API

Amazon KendraGmail에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해야GMAIL 합니다.
• 데이터 소스 스키마 - 데이터 소스 스키마를 포함하는 JSON을 포함합니다. 템플릿 스키마를 보려면

데이터 소스 스키마를 참조하십시오.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비밀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Gmail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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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AccountEmailId": "${adminAccountEmailId}", 
    "clientEmailId": "${clientEmailId}", 
    "privateKey": "${privateKey}"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번호에 액
세스할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Gmail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mail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동기화 모드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
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항목: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텐츠, 수정 콘텐츠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

진적으로 크롤링합니다.

Important

영구적으로 삭제된 Gmail 메시지,FULL_CRAWL/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를 업
데이트하는 API가 없기 때문에:
• Gmail에서 영구 삭제된 메시지는Amazon Kendra 색인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 Gmail 이메일 라벨의 변경사항이 동기화되지 않음
Gmail 데이터 소스 라벨 변경 사항과 영구 삭제된 이메일 메시지를Amazon Kendra 색인에 
동기화하려면 전체 크롤링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첨부 파일 포함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 패턴을 지정하여 특정 메
시지 및 첨부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Gmail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색인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Note

Amazon KendraGmail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API 제한으로 인해 맞춤 색인 필드 생성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주석
• 영구적으로 삭제된 Gmail 메시지,FULL_CRAWL/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를 업데이트하는 

API가 없기 때문에:
• Gmail에서 영구 삭제된 메시지는Amazon Kendra 색인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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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ail 이메일 라벨의 변경사항이 동기화되지 않음

Gmail 데이터 소스 라벨 변경 사항과 영구 삭제된 이메일 메시지를Amazon Kendra 색인에 동기화하려면 
전체 크롤링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 Amazon KendraGmail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API 제한으로 인해 맞춤 색인 필드 생성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Google Drive
Google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기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Google Drive 
데이터 소스의 공유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 및 Shared with Me 폴더에 저장된 문서를 색인화할 수 있습니다. 
Google Workspace 문서와 문서 유형에 나열된 문서를 모두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사
용하여 파일 이름, 파일 유형 및 파일 경로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인덱싱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 TemplateConfigurationAPI 또는 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Google 드라이브 데
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GoogleDriveConfiguration

Amazon Kendra두 가지 버전의 Google 드라이브 커넥터가 있습니다. 각 버전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GoogleDriveConfigurationV1.0/API

• 필드 매핑
• 포함/제외 필터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V2.0/API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Virtual private cloud(VPC)
• 포함/제외 필터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Note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V1.0/구글 DriveConfiguration 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
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Google Driv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V1.0 (p. 295)
•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V2.0 (p. 299)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V1.0
Google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기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Google Drive 
데이터 소스의 공유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 Shared with Me 폴더에 저장된 문서 및 댓글의 색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유형에 나열된 문서뿐만 아니라 Google Workspace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사용하여 파일 이름, 파일 유형 및 파일 경로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인덱싱할 수도 있습니다.

Note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V1.0/구글 DriveConfiguration 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
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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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Google Driv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96)
• 사전 조건 (p. 296)
• 연결 지침 설명 설명 설명 (p. 297)
• 자세히 알아보기 (p. 299)

지원되는 기능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를 색인화하는Amazon Kendra 데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Google 드라이브 및AWS 계정에서 변경하세요.

Google 드라이브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최고 관리자 역할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최고 관리
자 역할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G Suite 도메인 전체 위임 활성화를 활성화하고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JSON 키를 비공개 키로 설정한 서
비스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 사용자 계정 이메일과 서비스 계정 이메일을 복사했습니다. 연결하면Amazon KendraSecrets Manager 비
밀번호에 사용자 계정 이메일을 관리자 계정 이메일로, 서비스 계정 이메일을 클라이언트 이메일로 입력합
니다.

• 계정에 관리자 SDK API 및 구글 드라이브 API를 추가했습니다.
• 슈퍼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서비스 계정에 다음 권한을 추가 (또는 슈퍼 관리자 역할을 가진 사용자에게 

추가하도록 요청) 했습니다.
• https://www.googleapis.com/auth/drive.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drive.metadata.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user.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group.readonly

• 각 문서가 Google 드라이브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
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Google Driv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

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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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IAM 역할이나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Google Drive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
할 및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설명 설명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의 필수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Google 드라이브를 구성하지 않았
다면Amazon Kendra 참조하세요사전 조건 (p. 296).

Console

Google 드라이브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Google 드라이브 커넥터 V1.0을 선택한 다음 커넥터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인증 유형 - 기존 인증 유형과 신규 인증 유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기존 암호를 사용하려는 경우 
암호 선택을 사용하여 암호를 선택합니다.

b.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암호 옵션이 열립니다.

•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Google 드라이브-' 접두사가 암호 이름
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B. 관리자 계정 이메일, 클라이언트 이메일 및 비공개 키의 경우 - Google Drive 계정에서 
생성하고 다운로드한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C.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c.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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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기화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사용자 계정 제외 - 색인에서 제외하려는 Google 드라이브 사용자입니다. 최대 100개의 사용자 
계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공유 드라이브 제외 - 색인에서 제외하려는 Google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입니다. 최대 100개
의 공유 드라이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파일 유형 드라이브 제외 - 색인에서 제외하려는 Google 드라이브 파일 유형입니다. MIME 유
형 선택을 편집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d. 추가 구성 —특정 컨텐츠를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입니다.
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GoogleDrive 필드 이름 및 추가 제안 필드 매핑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원본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Google 드라이브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GoogleDriv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Google Drive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
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저장됩니다.

{ 
    "clientAccount": "service account email", 
    "adminAccount": "user account email", 
    "privateKey": "private key"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번호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Google Driv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Drivate Cloud (Google Drivate Cloud) 를 참조하세
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기본적으로 Google 드라이브의 모든 문서를Amazon Kendra 색인화합니다. 공유 
드라이브, 사용자 계정, 문서 MIME 유형 및 파일에서 특정 콘텐츠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제외하도록 선택하면 해당 계정이 소유한 내 드라이브의 어떤 파일
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공유된 파일은 파일 소유자도 제외되지 않는 한 인덱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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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Google Drive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색인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Drive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
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Google Drive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 Amazon KendraGoogle 드라이브 커넥터로 시작하기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V2.0
Google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기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Google Drive 
데이터 소스의 공유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 Shared with Me 폴더에 저장된 문서 및 댓글의 색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유형에 나열된 문서뿐만 아니라 Google Workspace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사용하여 파일 이름, 파일 유형 및 파일 경로를 기준으로 콘텐츠를 인덱싱할 수도 있습니다.

Note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V1.0/구글 DriveConfiguration 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
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Google Driv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299)
• 사전 조건 (p. 299)
• 연결 지침 설명 설명 설명 (p. 300)
• 주석 (p. 304)

지원되는 기능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 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 포함/제외 필터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를 색인화하는Amazon Kendra 데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Google 드라이브 및AWS 계정에서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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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드라이브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최고 관리자 역할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최고 관리
자 역할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슈퍼 관리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G Suite 도메인 전체 위임 활성화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서비스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JSON 
비공개 키를 생성했습니다.

• 사용자 계정에 관리자 SDK API 및 구글 드라이브 API를 추가했습니다.
• 관리자 계정 이메일, 클라이언트 이메일 (서비스 계정 이메일), 비공개 키가 포함된 Google 드라이브 서비

스 계정 연결 자격 증명을 구성했습니다. 서비스 계정 키 생성 및 삭제에 대한 Google Cloud 문서를 참조하
세요.

• 선택 사항: OAuth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Amazon Kendra 및 새로 고침 토큰을 식별하고 연결 자
격 증명으로 생성할 수 있는 OAuth 2.0 자격 증명 토큰을 구성했습니다. OAuth 2.0을 사용하여 API에 액세
스하는 방법은 Googl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슈퍼 관리자 역할을 사용하여 서비스 계정에 다음과 같은 OAuth 범위를 추가 (또는 슈퍼 관리자 역할을 가
진 사용자에게 추가하도록 요청) 했습니다.
• https://www.googleapis.com/auth/drive
• https://www.googleapis.com/auth/drive.file
• https://www.googleapis.com/auth/drive.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cloud-platform
• https://www.googleapis.com/auth/forms.body.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drive.metadata.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user.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group.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user.alias.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userschema.readonly
• https://www.googleapis.com/auth/admin.directory.group.member.readonly

• 각 문서가 Google 드라이브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
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Google Driv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

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이나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Google Drive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
할 및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설명 설명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의 필수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Google 드라이브를 구성하지 않았
다면Amazon Kendra 참조하세요사전 조건 (p. 299).

300

https://cloud.google.com/iam/docs/keys-create-delete
https://cloud.google.com/iam/docs/keys-create-delete
https://developers.google.com/identity/protocols/oauth2
https://developers.google.com/identity/protocols/oauth2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create-index.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iam-roles.html#iam-roles-d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Google Drive

Console

Google 드라이브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Google 드라이브 커넥터 V2.0을 선택한 다음 커넥터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인증의 경우 - 사용 사례에 따라 Google 서비스 계정과 OAuth 2.0 인증 중에서 선택합니다.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Google Drive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i. Google 서비스 계정을 선택한 경우 서비스 계정에서 생성한 비밀 이름, 관리자 계정 이메
일, 클라이언트 이메일 및 개인 키를 입력하고 저장 및 암호 추가를 선택합니다.

ii. OAuth 2.0 인증을 선택한 경우 서비스 계정에서 생성한 보안 이름, 클라이언트 ID, 클라이
언트 암호 및 새로 고침 토큰의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암호 저장 및 추가를 선택합니다.

c.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d. (Google 서비스 계정 인증 사용자만 해당) ID 크롤러 - ID 크롤러를 활성화하여Amazon Kendra 
ID 정보를 동기화하도록 선택합니다. ID 크롤러를 끄려면 PutPrincipalMapping 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e.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컨텐츠 동기화 - 댓글을 인덱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파일은 기본적으로 크롤링됩니
다.

b. 추가 구성 - 선택 사항에 다음과 같은 선택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i. 사용자 이메일 -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는 사용자 이메일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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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유 드라이브 -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는 공유 드라이브 이름을 추가합니다.
iii. MIME 유형 - 포함하거나 제외하려는 MIME 유형을 추가합니다.
iv. 첨부 정규식 패턴 -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지원되는 모든 엔티티의 특정 첨부 파일

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동기화 모드에서 데이터 원본 콘텐츠가 변경될 때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데

이터 원본을 처음으로 동기화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 전체 동기화 -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기화합니다.
• 새 문서 또는 수정된 문서 동기화 - 새 문서와 수정된 문서만 동기화합니다.
• 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 동기화 -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합

니다.

Important

Google 드라이브 API는 영구 삭제된 파일에서 댓글을 검색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
습니다. 휴지통에 걸린 파일의 댓글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삭제되면 커넥터가
Amazon Kendra 색인에서 설명을 삭제합니다.

d. 동기화 중 실행 일정,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파일용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
합니다.

b. 코멘트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
드를 선택합니다.

Note

Google 드라이브 API는 맞춤 필드 생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Google Drive 커넥터에
서는 맞춤 필드 매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Google 드라이브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합니다GOOGLEDRIVEV2.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Google Drive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Google 서비스 계정 인증을 사용하는 경
우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있는 JSON 구조가 저장됩니다.

{ 
    "clientEmail": "service account email", 
    "adminAccountEmail": "user account email", 
    "privateKey": "private 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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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uth 2.0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는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clientID": "OAuth Client ID", 
    "clientSecret": "client secret", 
    "refreshToken": "refresh token"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번호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Google Driv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Drivate Cloud (Google Drivate Cloud) 를 참조하세
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동기화 모드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
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항목: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진

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

롤링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Google 드라이브 API는 영구 삭제된 파일에서 댓글을 검색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휴지통에 걸린 파일의 댓글은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삭제되면 커넥터가Amazon 
Kendra 색인에서 설명을 삭제합니다.

•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
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사용자 계정, 공유 드라이브, MIME 유형 및 파일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
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Amazon Kendra Google Drive 커넥터에는 내장된 색인 필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제
한으로 인해 Google Drive 커넥터에는 맞춤 필드 매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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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Google 드라이브 템플릿 스키마를 참조하세요.

주석

• Google 드라이브 UI는 맞춤 필드 생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oogle 드라이브 커넥터에서는 맞춤 필드 매
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Google Drive API는 영구 삭제된 파일에서 댓글을 검색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지통에 
걸린 파일의 경우 주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삭제되면Amazon Kendra 커넥터가Amazon Kendra 
색인에서 설명을 삭제합니다.

• Google 드라이브 API는.docx 파일에 있는 댓글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라
Jira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관리 및 버그 추적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
하여 Jira 프로젝트, 이슈, 댓글, 첨부 파일, 작업 로그 및 상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현재는 Jira 클라우드만 지원합니다.

Amazon Kendra콘솔 또는 JiraConfiguration 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Jira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기능이 지원되는 기능 목록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지원되는 기능 (p. 304).

Amazon KendraJira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04)
• 사전 조건 (p. 304)
• 연결 지침 설명 (p. 305)
• 자세히 알아보기 (p. 307)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Jira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Jira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Jira와AWS 계정에서 변경하세요.

Jira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Jira ID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 및 Jira 자격 증명 (Jira API 토큰) 을 포함하는 Jira API 토큰 인증 자격 증
명을 만들었습니다. API 토큰 관리에 대한 Atlassian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Jira 계정 설정에서 Jira 계정 URL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atlassian.net.
• 각 문서가 Jira 및 동일한 인덱스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

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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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의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Jira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의 ARN을 기록했

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Jira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Jira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Jira 데이터 소
스의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Jira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
전 조건 (p. 304).

Console

Amazon KendraJira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Jira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Jira 계정 URL - Jira 계정 URL을 입력합니다.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Jira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시크릿을 생성하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시크릿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Jira-' 접두사가 암호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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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Jira ID의 경우 —Jira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C. 비밀번호/토큰의 경우 - Jira 계정에서 생성한 Jira API 토큰을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Virtual Private Cloud (Virtual Private Cloud) - Virtual Private Cloud (VPC) -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합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인덱싱할 Jira 프로젝트 선택 - 크롤링하려는 Jira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을 선택합니다.
b. 상태, 추가 요소 및 이슈 유형 - 콘텐츠를 선택하여 색인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c. 변경 로그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d. Regex 패턴 -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와 동기화하는 빈도를 선택합니다.
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프로젝트, 이슈, 코멘트, 첨부 파일, 작업 로그의 경우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Jira에 연결하려면

Jira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URL - Jira 계정 URL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atlassian.net.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Jira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jiraId": "Jira user name or email", 
    "jiraCredential": "Jira API token"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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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Jira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ira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변경 로그 - Jira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문서를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Amazon Kendra 결정합니다.

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크면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Jira 데이터 소스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Amazon Kendra 짧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Jira 데이터 소스를 인덱스와 동기화하는 경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프로젝트, 이슈, 댓글, 첨부 파일, 작업 로그 및 상태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
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Jira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ira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Jira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Jira 클라우드 커넥터를 사용하여Amazon Kendra Jira 프로젝트를 지능적으로 검색합니다.

Microsoft Exchange
Microsoft Exchange는 메시징, 회의 및 파일 공유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협업 도구입니다. Microsoft 
Exchange 사용자인 경우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원본의 색인을 생성하는Amazon Kendra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Template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지원되는 기능
• 필드 매핑
• 포함/제외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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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Microsoft Exchange 및
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오피스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 ID를 복사했습니다. 테넌트 ID는 Azure Active Directory 포털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365 테넌트 ID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암호가 포함된 OAuth 2.0 자격 증명 토큰을 구성합니다.
• 커넥터 응용 프로그램에 다음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 캘린더. 읽기
• 메일. 읽기
• Mail ate ate ate ReadBasic
• Mail ate ate ate ReadBasic. 모두
• 사용자. 읽기. 모두
• 연락처. 읽기
• 디렉터리. Read.All
• 연락처. 읽기
• 노트, 읽기, 전체

• 각 문서가 Microsoft Exchange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
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Microsoft Exchang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

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Microsoft Exchange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
록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Microsoft Exchange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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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마이크로소프트Amazon Kendra 익스체인지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Microsoft Exchange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

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 —Microsoft 365 테넌트 ID를 입력합니다. 테넌트 ID는 Azure Active Directory 포털의 속성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b. AWSSecrets Manager암호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Microsoft Exchange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 'AmazonKendra-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B.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의 경우 - Microsoft Exchange 계정에서 만든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 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d. ID 크롤러 - ID 크롤러를 활성화하여Amazon Kendra ID 정보를 동기화하도록 선택합니다. ID 
크롤러를 끄려면 PutPrincipalMapping 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e.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Datate ate ate ate ate ate ate ate ate Private ate ate ate ate ate ate ate ate ate ate

a. 콘텐츠 동기화 - 동기화할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b. 추가 구성 - 선택적으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는 대신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컨텐츠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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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기화 모드 - 데이터 원본 콘텐츠가 변경될 때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i. 전체 동기화를 선택하면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개체의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
됩니다.Amazon Kendra

ii. 새 콘텐츠 동기화 또는 수정된 콘텐츠 동기화를 선택하면 새 콘텐츠 또는 수정된 콘텐츠만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iii. 새 콘텐츠,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를 선택하면 새 콘텐츠,Amazon Kendra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만 동기화됩니다.

8. [필드 매핑] 을 선택합니다.

a.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
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마이크로소프트Amazon Kendra 익스체인지에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해야MSEXCHANGE 합니다.
• 테넌트 ID - Azure Active Directory 포털의 속성에서 테넌트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유형 —호출 시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Microsoft Exchange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암호는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
장됩니다.

{ 
    "client Id": "client ID", 
    "client Secret": "client Secret",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CreateDataSource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Microsoft Exchang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하기 위해 호출할RoleArn 시기
를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Exate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Private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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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
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Microsoft Exchange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Microsoft Exchange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과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Exchange 커넥터를 사용하여 Microsoft Exchange 컨텐츠를 인덱싱하십시오.Amazon Kendra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OneDrive Microsoft는 콘텐츠를 저장 및 공유하고 주석을 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 서비
스입니다. 를 사용하여 OneDrive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OneDrive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OneDrive 데이터 소스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두 가지 버전의 OneDrive 커넥터가 있습니다. 각 버전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
다.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커넥터 OneDriveConfigurationv1.0/API

• 필드 매핑
• 포함/제외 필터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v2.0/API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ID 크롤러 기능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Note

OneDrive 커넥터 OneDrive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입
니다. OneDrive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 OneDriv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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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OneDrive 커넥터 v1.0 (p. 312)
•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커넥터 v2.0 (p. 316)

Microsoft OneDrive 커넥터 v1.0
OneDrive Microsoft는 콘텐츠를 저장 및 공유하고 주석을 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 서비
스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Microsoft OneDrive 데이터 원본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Note

OneDrive 커넥터 v1.0/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
입니다. OneDrive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 OneDriv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12)
• 사전 조건 (p. 312)
• 연결 지침 지침 지침 설명 (p. 313)

지원되는 기능

• 필드 매핑
• 포함/제외 필터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OneDrive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OneDrive 및AWS 계정에서 이러
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Azure Active Directory (AD) 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Azure Active Directory (AD)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AD 애플리케이션 ID를 사용하여 AD 사이트에 애플리케이션의 비밀 키를 등록했습니다. 비밀 키에는 애플

리케이션 ID와 비밀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직의 AD 도메인을 복사했습니다.
• Microsoft 그래프 옵션에서 AD 애플리케이션에 다음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 모든 사이트 모음의 파일 읽기 (File.Read.All)
• 모든 사용자의 전체 프로필 읽기 (User.Read.All)
• 디렉터리 데이터 읽기 (디렉터리.Read.All)
• 모든 그룹 읽기 (그룹.읽기.전체)
• 모든 사이트 모음의 항목 읽기 (Site.Read.All)

•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의 목록을 복사했습니다. 사용자 이름 목록을 제공하거나 에 저장된 파일에 
사용자 이름을 제공할 수Amazon S3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생성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목록을 수정합니다.
• 사용자 목록에서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목록으로 변경합니다.
• 사용자 목록의Amazon S3 버킷 위치를 변경합니다. 버킷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이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데이터 원본의IAM 역할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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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사용자 이름 목록을Amazon S3 버킷에 저장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의IAM 정책에서 버킷에 대
한 액세스와 버킷이 암호화된 키 (있는 경우)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각 문서가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OneDrive 원본과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
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IAM 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OneDriv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OneDrive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OneDriv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v1.0 및 v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
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연결 지침 지침 지침 설명

OneDrive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OneDrive 자격 증명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OneDrive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12).

Console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OneDrive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OneDrive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313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create-index.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iam-roles.html#iam-roles-ds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AD Directory) 를 통해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

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OneDrive 테넌트 ID - 프로토콜 없이 OneDrive 테넌트 ID를 입력합니다.
b. 인증 유형 - 신규 및 기존 인증 중에서 선택합니다.
c. i. [기존] 을 선택한 경우 [암호 선택] 에서 기존 암호를 선택합니다.

ii.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경우 새AWS Secrets Manager암호 섹션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
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OneDrive -'는 암호 이름에 자동
으로 추가됩니다.

B. 애플리케이션 ID 및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의 경우 - OneDrive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한 다음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사용 사례에 따라 목록 파일과 이름 목록 중에서 선택합니다.

i. 목록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위치 선택 -Amazon S3 버킷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목록 파일 추가Amazon S3 —사용자 목록 파일을Amazon S3 버킷에 추가하려
면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컬 그룹 매핑 - 로컬 그룹 매핑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선택합니
다.

ii. 이름 목록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용자 이름 - 인덱싱할 사용자 드라이브를 최대 10개까지 입력합니다. 10명 이상의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이름이 포함된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다른 사용자 추가 - 더 많은 사용자를 추가하도록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컬 그룹 매핑 - 로컬 그룹 매핑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필터링하도록 선택합니
다.

b. 추가 구성의 경우 —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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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기본 데이터 원본 필드 및 추가 제안 필드 매핑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원
본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OneDrive

OneDriv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테넌트 ID - 조직의 Azure Active Directory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 OneDrive 사용자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 계정의 목록을 지정합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OneDrive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 및 공유하고 
주석을 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sername": "azure active directory application ID", 
    "password": "secret key"
}

Note

• IAM 역할 -RoleArnCreateDataSource 호출할 때Secrets Manager 보안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OneDriv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OneDrive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
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문서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OneDrive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OneDrive 데이터 원본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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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커넥터 v2.0
OneDrive Microsoft는 콘텐츠를 저장 및 공유하고 주석을 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 서비
스입니다. 를 사용하여 OneDrive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OneDrive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OneDrive 데이터 소스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Note

OneDrive 커넥터 OneDrive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입
니다. OneDrive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전 2.0은 추
가 ACL 및 ID 크롤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 OneDriv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16)
• 사전 조건 (p. 316)
• 연결 지침 지침 지침 설명 (p. 317)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 OneDrive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ID 크롤러 기능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OneDrive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OneDrive 및AWS 계정에서 이러
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Azure Active Directory (AD) 에 다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Azure Active Directory (AD)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AD 애플리케이션 ID를 사용하여 AD 사이트에 애플리케이션의 비밀 키를 등록했습니다. 비밀 키에는 애플

리케이션 ID와 비밀 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직의 AD 도메인을 복사했습니다.
• Microsoft 그래프 옵션에서 AD 애플리케이션에 다음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 모든 사이트 모음의 파일 읽기 (File.Read.All)
• 모든 사용자의 전체 프로필 읽기 (User.Read.All)
• 모든 그룹 읽기 (그룹.읽기.전체)
• 모든 노트 읽기 (Notes.Read.All)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IAM 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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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Driv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OneDrive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지침 지침 설명

OneDrive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OneDrive 자격 증명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 OneDrive 대해Amazon Kendra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16).

Console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OneDrive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OneDrive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AD Directory) 를 통해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

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OneDrive 테넌트 ID - 프로토콜 없이 OneDrive 테넌트 ID를 입력합니다.
b. 인증 유형 - 신규 및 기존 인증 중에서 선택합니다.
c. i. [기존] 을 선택한 경우 [암호 선택] 에서 기존 암호를 선택합니다.

ii.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경우 새AWS Secrets Manager암호 섹션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
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OneDrive -'는 암호 이름에 자동
으로 추가됩니다.

B.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의 경우 -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를 입
력한 다음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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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8. a. 동기화 범위용 - 인덱싱할 사용자 OneDrive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최대 10명의 사용자를 수동

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추가 구성의 경우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동기화 모드에서 데이터 원본 콘텐츠가 변경될 때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전

체 동기화는 이전 동기화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콘텐츠를 인덱싱합니다. 새 문서, 수정 문서 또
는 삭제된 문서 동기화는 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합니다.

d.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기본 데이터 원본 필드 및 추가 제안 필드 매핑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원
본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10.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OneDrive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합니다GOOGLEDRIVEV2.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OneDrive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OAuth 2.0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암호는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clientID": "OAuth Client ID", 
    "clientSecret": "client secret",
}

Note

• IAM 역할 -RoleArnCreateDataSource 호출할 때Secrets Manager 보안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OneDriv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OneDrive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
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사설 클라우드 (Virtual 사설 클라우드) 를 호출할VpcConfiguration 때 지정합니
다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동기화 모드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
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항목:
• FORCED_FULL_CRAWL모든 콘텐츠를 크롤링하고 색인에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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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_CRAWL모든 콘텐츠를 크롤링하고 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만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신규, 수정 및 삭제된 콘텐츠만 크롤링하고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사용자 계정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Amazon Kendra OneDrive 커넥터에는 내장 인덱스 필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I 제한
으로 인해 OneDrive 커넥터에 사용자 지정 필드 매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OneDrive v2 템플릿 스키마를 참조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SharePoint 웹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하고 페이지, 사이트, 문서 라이브러리 및 목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협업 웹 사이트 구축 서비스입니다. 를 사용하여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현재 SharePoint 온라인 및 SharePoint 서버 (버전 2013, 2016, 2019 및 구독 에디션) 를 지
원합니다.

Amazon Kendra콘솔, TemplateConfigurationAPI 또는 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harePoint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harePointConfiguration

Amazon Kendra두 가지 버전의 SharePoint 커넥터가 있습니다. 각 버전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
다.

SharePoint 커넥터 SharePointConfigurationV1.0/API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SharePoint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V2.0/API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또는 수정된 문서만 동기화/새 문서, 수정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Note

SharePoint 커넥터 SharePoint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
입니다. SharePoint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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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SharePoint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SharePoint 커넥터 V1.0 (p. 320)
• SharePoint 커넥터 V2.0 (p. 325)

SharePoint 커넥터 V1.0
SharePoint 웹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하고 페이지, 사이트, 문서 라이브러리 및 목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협업 웹 사이트 구축 서비스입니다. SharePoint 사용자인 경우 를 사용하여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을
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Note

SharePoint 커넥터 SharePoint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
입니다. SharePoint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 SharePoint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20)
• 사전 조건 (p. 320)
• 연결 지침 (p. 322)
• 자세히 알아보기 (p. 325)

지원되는 기능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SharePoint 및AWS 계정에서 이
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에서 SharePoint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관리 권한이 있는 SharePoint 사용자를 생성했습니다.
• 인덱싱할 SharePoint 사이트의 URL을 기록했습니다.
• SharePoint 온라인용:

•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포함된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기록했습니다.
• 선택 사항: 사용자 이름, 암호,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가 포함된 OAuth 2.0 자격 증명입니다.
• 관리자 사용자를 사용하여 Azure 포털에서 보안 기본값을 비활성화했습니다. Azure Portal에서 보안 

기본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기본값을 활성화/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SharePoint 서버용:

320

https://learn.microsoft.com/en-us/microsoft-365/business-premium/m365bp-conditional-access?view=o365-worldwide&tabs=secdefaults#security-defaults-1
https://learn.microsoft.com/en-us/microsoft-365/business-premium/m365bp-conditional-access?view=o365-worldwide&tabs=secdefaults#security-defaults-1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 SharePoint 서버 도메인 이름 (Active Directory의 NetBIOS 이름) 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를 
SharePoint 기본 인증 사용자 이름 및 암호와 함께 사용하여 SharePoint 서버를 연결합니다Amazon 
Kendra.

Note

SharePoint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컨텍스트에 대한 필터링을 위해 ACL (액세스 제어 목
록) 을 전자 메일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 LDAP 서버 URL 및 LDAP 검색 기반을 제공하십
시오. 또는 디렉터리 도메인 재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DAP 서버 URL은 전체 도메인 이름
과 포트 번호입니다 (예: ldap: //example.com:389). LDAP 검색 기반은 도메인 컨트롤러 '예제' 및 
'com'입니다. 디렉터리 도메인 재정의를 사용하면 LDAP 서버 URL 및 LDAP 검색 기반을 사용하
는 대신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ername@example.com 의 이메일 도
메인은 'example.com'입니다. 도메인 검증이 염려되지 않고 단순히 이메일 도메인만 사용하려는 
경우 이 재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harePoint 계정에 다음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SharePoint 목록의 경우
• 열린 항목 - 서버측 파일 처리기를 사용하여 문서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페이지 보기 - 양식, 보기 및 응용 프로그램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을 열거합니다.
• 항목 보기 - 목록의 항목과 문서 라이브러리의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 버전 보기 - 목록 항목 또는 문서의 이전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SharePoint 웹사이트용
• 디렉터리 찾아보기 - SharePoint Designer 및 Web DAV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의 파일 및 폴

더를 열거합니다.
• 사용자 정보 찾아보기 - 웹 사이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권한 열거—웹 사이트, 목록, 폴더, 문서 또는 목록 항목에 대한 권한을 열거합니다.
• 열기 - 웹 사이트, 목록 또는 폴더를 열어 컨테이너 내의 항목에 액세스합니다.
• 클라이언트 통합 기능 사용 - SOAP, WebDAV, 클라이언트 개체 모델 또는 SharePoint Designer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액세스합니다.
• 원격 인터페이스 사용 -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 페이지 보기 - 웹 사이트의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 각 문서가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SharePoint 원본과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
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SharePoint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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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지침

SharePoint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SharePoint 자격 증명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SharePoint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20).

Console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SharePoint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harePoint 커넥터 v1.0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추가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호스팅 방법의 경우 SharePoint —온라인과SharePoint 서버 중에서 선택합니다.

i. SharePoint온라인인 경우 -  SharePoint리포지토리와 관련된 사이트 URL을 입력합니다.
ii. SharePoint서버의 경우 - SharePoint 버전을 선택하고  SharePoint 리포지토리별 사이트 

URL을 입력한 다음 SSL 인증서 위치의Amazon S3 경로를 입력합니다.
b. (SharePoint 서버만 해당) 웹 프록시의 경우 - 내부 SharePoint 인스턴스의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포트 번호는 0에서 65535 사이의 숫자 값이어야 합니다.
c. 인증용 - 사용 사례에 따라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i. SharePoint 온라인의 경우 - 기본 인증과 OAuth 2.0 인증 중에서 선택합니다.
ii. SharePoint 서버용 - 없음, LDAP 및 수동 중에서 선택합니다.

d. AWSSecrets Manager비밀의 경우 - 기존 비밀번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비
밀번호를 생성하여 SharePoint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
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시크릿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접두사
AmazonKendra '-SharePoint -'는 암호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e.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과 같은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i. 사용 사례에 따라 다음 SharePoint 클라우드 인증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A. 기본 인증 - SharePoint 계정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 이름으로 입력하고 SharePoint 계
정 암호를 암호로 입력합니다.

B. OAuth 2.0 인증 - SharePoint 계정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 이름으로, SharePoint 계
정 암호를 암호로, 자동 생성된 고유 SharePoint ID를 클라이언트 ID로, 양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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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Point 사용하는 공유 암호 문자열을 클라이언트Amazon Kendra 암호로 입력합
니다.

ii. 다음 SharePoint 서버 인증 옵션 중에서 사용 사례에 따라 선택합니다.

A. 없음 - SharePoint 계정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 이름으로, SharePoint 계정 암호를 암호
로, 서버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B. LDAP - SharePoint 계정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 이름으로, SharePoint 계정 암호
를 암호로, LDAP 서버 엔드포인트 (프로토콜 및 포트 번호 포함, 예: ldap: //
example.com:389) 및 LDAP 검색 기반 (예: dc=example, dc=com) 을 입력합니
다.

C. 수동 - SharePoint 계정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 이름으로, SharePoint 계정 암호를 암호
로, 이메일 도메인 재정의 (디렉터리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메일 도메인) 를 입력합니
다.

iii. 저장을 선택합니다.
f. Virtual Private Cloud (VPC) —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도 추가해야 합니다.

Note

SharePoint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VPC 사용해야 합니다. Amazon VPC다른 
SharePoint 버전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g.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h.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변경 로그 사용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b. 첨부 파일 크롤링 - 첨부 파일을 크롤링하려면 선택합니다.
c. 로컬 그룹 매핑 사용 - 문서가 제대로 필터링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d. 추가 구성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 빈도에 대한 동기화 중 실행 일정 - 데이터 소스와 동기화하는Amazon Kendra 빈도입니다.
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Amazon Kendra기본 필드 매핑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
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사용자 지정 필드 매핑의 경우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SharePoint

SharePoint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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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Point버전 - 구성할 때 사용하는 SharePoint 버전을 지정합니다 SharePoint. 이는 SharePoint 서
버 2013, 서버 2016, SharePoint SharePoint 서버 2019 또는 SharePoint 온라인을 사용하든 상관 없
습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SharePoint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암호는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SharePoint 온라인 기본 인증의 경우 다음은 비밀에 있어야 하는 최소 JSON 구조입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

SharePoint 온라인 OAuth 2.0 인증의 경우 다음은 비밀에 있어야 하는 최소 JSON 구조입니다.

{ 
    "username": "SharePoint account user name", 
    "password": "SharePoint account password", 
    "clientId": "SharePoint auto-generated unique client id", 
    "clientSecret": "secret string shared by Amazon Kendra and SharePoint to 
 authorize communications
}

SharePoint 서버 기본 인증의 경우 다음은 암호에 있어야 하는 최소 JSON 구조입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domain": "server domain name"
}

SharePoint 서버 LDAP 인증의 경우 (사용자 컨텍스트에 대한 필터링을 위해 액세스 제어 목록 (ACL) 
를 이메일 형식으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 암호에 LDAP 서버 URL 및 LDAP 검색 기반을 포함할 수 있
음), 다음은 암호에 있어야 하는 최소 JSON 구조입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domain": "server domain name"
    "ldapServerUrl": "ldap://example.com:389", 
    "ldapSearchBase": "dc=example,dc=com"
}

SharePoint 서버 수동 인증의 경우 다음은 암호에 있어야 하는 최소 JSON 구조입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domain": "server domain name", 
    "emailDomainOverride": "example.com"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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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 역할 -RoleArnCreateDataSource 호출할 때Secrets Manager 보안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SharePoint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SharePoint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
하세요.

• Amazon VPC SharePoint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
로 지정하십시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웹 프록시 - 웹 프록시를 통해 SharePoint 사이트 URL에 연결할지 여부. 이 옵션은 SharePoint 서버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인덱싱 - SharePoint 목록 항목의 첨부 파일 내용을Amazon Kendra 인덱싱할지 여부입니다.
• 변경 로그 - 인덱스에서 문서를 추가, 업데이트 또는Amazon Kendra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해 SharePoint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할지 여부입니다.
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큰 
경우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Amazon Kendra 덜 걸릴 수 있습니다. SharePoint데이터 소스를 색인과 처음으로 동기화하
는 경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콘텐츠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함하거나 제외
할 정규식 패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SharePoint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SharePoint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Amazon Kendra SharePoint 온라인 커넥터 시작하기

SharePoint 커넥터 V2.0
SharePoint 웹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하고 페이지, 사이트, 문서 라이브러리 및 목록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협업 웹 사이트 구축 서비스입니다. 를 사용하여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현재 SharePoint 클라우드 및 SharePoint 서버 (2013, 2016, 2019 및 구독 에디션) 를 지원합
니다.

Note

SharePoint 커넥터 SharePoint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
입니다. SharePoint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 SharePoint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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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되는 기능 (p. 326)
• 사전 조건 (p. 326)
• 연결 지침 (p. 327)
• 주석 (p. 335)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 SharePoint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아이덴티티 크롤링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Virtual private cloud(VPC)
• 포함/제외 패턴
• 전체 동기화/신규 또는 수정된 콘텐츠 동기화/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SharePoint 및AWS 계정에서 이
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SharePoint 온라인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SharePoint 인스턴스 URL을 복사했습니다. 입력한 호스트 URL의 형식은 https://
yourcompany.sharepoint.com/sites/mysite 입니다. URL은 로 시작해야 합니다https.

• SharePoint 인스턴스 URL의 도메인 이름을 복사했습니다.
• SharePoint Online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포함된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기록했습

니다.
• 기본 인증 이외의 인증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SharePoint 인스턴스의 테넌트 ID를 복사했습니다. 테넌트 

ID를 찾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365 테넌트 ID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 OAuth 2.0 인증의 경우: SharePoint 온라인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와 Azure AD에 

SharePoint 등록한 후 생성된 Azure AD 클라이언트 ID 및 Azure AD 클라이언트 암호가 포함된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 Azure AD 앱 전용: Azure AD에 SharePoint 등록한 후 생성한 X.509 인증서, 개인 키 및 Azure AD 클라이
언트 ID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 SharePoint 앱 전용: SharePoint 앱 전용 권한을 부여하는 동안 생성된 SharePoint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
이언트 SharePoint 암호와 Azure AD에 등록할 때 생성된 Azure AD 클라이언트 ID 및 Azure AD 클라이언
트 암호를 기록했습니다.

• 테넌트의 관리자 동의를 활성화한 후 SharePoint 온라인용 Azure Portal에 다음 API 권한을 추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SharePoint

• 그룹. 읽기. 모두 (모든 그룹 읽기)
• GroupMember.Read.All (모든 그룹 멤버십 읽기)
• Notes.Read.All (모든 OneNote 노트북 읽기)
• 사이트. FullControl.All (모든 사이트 컬렉션을 완

전히 제어할 수 있음)
• Sites.Read.All (모든 사이트 모음의 항목 읽기)
• User.Read (로그인 및 사용자 프로필 읽기)
• User.Read.All (모든 사용자의 전체 프로필 읽기)

• 사이트. FullControl.All (모든 사이트 컬렉션을 완
전히 제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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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Portal에서 API 권한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uickstart: 웹 API에 액세스하도록 클
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Note

사이트. FullControl SharePoint .Online의 엔티티 및 사용자 권한 (ACL) 을Amazon Kendra 크롤
링하려면 모든 권한이 필요합니다. If 사이트. FullControl.OAuth 2.0 인증에는 모든 항목이 제공되
지 않습니다.
• 설명, 첨부 파일 및 OneNote 문서는 ACL 세부 정보 없이 크롤링됩니다.
• 문서, 페이지, 이벤트 및 링크는 기본 사이트 또는 하위 사이트에서 크롤링되지 않습니다.

SharePoint Server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SharePoint 인스턴스 URL과 URL의 도메인 이름을 복사했습니다. SharePoint 입력한 호스트 URL의 형
식은 https://yourcompany.sharepoint.com/sites/mysite 입니다. URL은 로 시작해야 합니
다https.

• 액세스 제어를 위해 IDP의 도메인과 이메일 ID를 사용하는 경우:
• SharePoint 서버 LDAP를 복사했습니다.
• 사용자 지정 이메일 도메인 값을 기록했습니다 (예: “amazon.com”).

• IDP 인증을 받은 도메인과 함께 이메일 ID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복사했습니다.
• LDAP 서버 엔드포인트 (프로토콜 및 포트 번호를 포함하는 LDAP 서버의 엔드포인트) 예: ldap: //
example.com:389.

• LDAP 검색 기준 (LDAP 사용자의 검색 기준) 예: CN=###, DC=#####, DC=com.
• LDAP 사용자 이름과 LDAP 암호.

• 구성된 NTLM 인증 자격 증명 또는 사용자 이름 (SharePoint 계정 사용자 이름) 및 암호 (SharePoint 계정 
암호) 를 포함하는 구성된 Kerberos 인증 자격 증명.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SharePoint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SharePoint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SharePoint 자격 증명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SharePoint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26).

Console: SharePoint Online

SharePoint 온라인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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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harePoint 커넥터 V2.0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추가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 내, 호스팅 방식용SharePoint —온라인을 선택합니다.
b. SharePoint리포지토리별 사이트 URL - SharePoint 호스트 URL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호스트 

URL의 형식은 https://yourcompany.sharepoint.com/sites/mysite 입니다. URL
은https 프로토콜로 시작해야 합니다. URL을 새 줄로 구분합니다. 최대 100개의 URL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c. 도메인 - SharePoint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d. 인증의 경우 사용 사례에 따라 기본, Oauth 2.0, Azure AD SharePoint 앱 전용 인증 및 앱 전용 

인증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i.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AWSSecrets Manager비밀의 경우 - 기존 비밀번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SharePoint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
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창에 정보를 입력합니
다.
•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SharePoint -'는 암호 이름에 자

동으로 추가됩니다.
• 사용자 이름 - SharePoint 계정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 비밀번호 - SharePoint 계정의 비밀번호입니다.

ii. OAuth 2.0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테넌트 ID - SharePoint 계정의 테넌트 ID입니다.
• AWSSecrets Manager비밀의 경우 - 기존 비밀번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SharePoint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
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창에 정보를 입력합니
다.
•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SharePoint -'는 암호 이름에 자

동으로 추가됩니다.
• 사용자 이름 - SharePoint 계정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 비밀번호 - SharePoint 계정의 비밀번호입니다.
• 클라이언트 ID - Azure AD에 SharePoint 등록할 때 생성되는 Azure AD 클라이언트 I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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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 암호 - Azure AD에 SharePoint 등록할 때 생성되는 Azure AD 클라이언트 
암호입니다.

iii. Azure AD 앱 전용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테넌트 ID - SharePoint 계정의 테넌트 ID입니다.
• Azure AD 자체 서명 X.509 인증서 - Azure AD용 커넥터를 인증하기 위한 인증서입니다.
• AWSSecrets Manager비밀의 경우 - 기존 비밀번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SharePoint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
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창에 정보를 입력합니
다.
•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SharePoint -'는 암호 이름에 자

동으로 추가됩니다.
• 클라이언트 ID - Azure AD에 SharePoint 등록할 때 생성되는 Azure AD 클라이언트 ID

입니다.
• 개인 키 - Azure AD용 커넥터를 인증하기 위한 개인 키입니다.

iv. SharePoint앱 전용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테넌트 ID - SharePoint 계정의 테넌트 ID입니다.
• AWSSecrets Manager비밀의 경우 - 기존 비밀번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SharePoint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
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창에 정보를 입력합니
다.
•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SharePoint -'는 암호 이름에 자

동으로 추가됩니다.
• SharePoint 클라이언트 ID - 테넌트 수준에서 App Only를 등록할 때 생성되는 

SharePoint 클라이언트 ID입니다.
• SharePoint 클라이언트 암호 - 테넌트 수준에서 App Only에 등록할 때 생성되는 

SharePoint 클라이언트 암호입니다.
• Azure AD 클라이언트 ID - Azure AD에 SharePoint 등록할 때 생성되는 Azure AD 클

라이언트 ID입니다.
• Azure AD 클라이언트 암호 - Azure AD에 등록할 때 생성되는 Azure AD 클라이언트 

암호입니다. SharePoint
e. ID 크롤러 - ID 크롤러를 활성화하여Amazon Kendra ID 정보를 동기화하도록 선택합니다. ID 

크롤러를 끄려면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Note

크롤링 AD 그룹 매핑은 OAuth 2.0 및 SharePoint 앱 전용 인증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 로컬 그룹 매핑 크롤링 - 로컬 그룹 매핑을 크롤링하려면 활성화합니다.
ii. AD 그룹 매핑 크롤링 - Azure Active Directory 그룹 매핑을 크롤링하려면 활성화합니다.

f. (선택 사항) VPC 및 보안 그룹 구성 - SharePoint 인스턴스와 함께 사용할 VPC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g.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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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동기화 범위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i. 엔티티 선택 - 크롤링하려는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모든 엔티티 또는 파일, 첨부 파일, 링크
페이지, 이벤트, 설명 및 목록 데이터의 조합을 크롤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추가 구성에서 엔티티 정규식 패턴의 경우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는 대신 특정 엔티티를 
포함하도록 링크, 페이지 및 이벤트에 대한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합니다.

iii. Regex 패턴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는 대신 파일 경로, 파일 이름, 파일 유형, OneNote섹
션 이름 및 OneNote페이지 이름별로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
가합니다. 최대 100개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동기화 모드에서는 데이터 소스 콘텐츠가 변경될 때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합
니다. 데이터 원본을 처음으로 동기화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 전체 동기화 -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기화합니다.
• 새 문서 또는 수정된 문서 동기화 - 새 문서나 수정된 문서만 동기화합니다.
• 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 동기화 -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합

니다.
c. 동기화 중 실행 일정,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벤트 페이지, 파일, 링크, 첨부 파일 및 코멘트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Console: SharePoint Server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SharePoint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harePoint 커넥터 V2.0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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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추가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에서, 호스팅 방법용SharePoint —서버를 선택합니다.
b. SharePoint버전 선택 - SharePoint 2013, SharePoint 2016, SharePoint 2019 및 SharePoint 

(구독 에디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c. SharePoint리포지토리별 사이트 URL - SharePoint 호스트 URL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호스트 

URL의 형식은 https://yourcompany.sharepoint.com/sites/mysite 입니다. URL
은https 프로토콜로 시작해야 합니다. URL을 새 줄로 구분합니다. 최대 100개의 URL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d. 도메인 - SharePoint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e. SSL 인증서 위치 - SSL 인증서 파일의Amazon S3 경로를 입력합니다.
f. (선택 사항) 웹 프록시의 경우 - 호스트 이름 (http://또는https:// 프로토콜 제외) 과 호스

트 URL 전송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포트 번호의 숫자 값은 0~65535 
사이여야 합니다.

g. 권한 부여용 - 다음 액세스 제어/컨텍스트 필터링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i. IDP의 도메인이 포함된 이메일 ID - 액세스 제어는 기본 ID 공급자 (IDP) 에서 가져온 이
메일 도메인에서 추출한 이메일 ID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증 중에 IDP 연결 세부 정보를
Secrets Manager 암호로 제공합니다.

ii. 사용자 지정 도메인이 포함된 이메일 ID - 액세스 제어는 이메일 ID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메일 도메인 값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예: “#####”. 이메일 도메인은 액세스 제어를 위한 
이메일 ID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메일 도메인 추가를 사용하여 이메일 도메인을 입
력해야 합니다.

iii. 도메인이 있는 도메인/사용자 —액세스 제어는 도메인/사용자 ID 형식을 사용하여 구성됩
니다. 유효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액세스 제어를 구성하려면 “## 
### 2019"# 사용하십시오.

h. 인증의 경우 사용 사례에 따라 NTLM 인증과 Kerberos 인증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인증 
옵션 (NTLM 인증 또는 Kerberos 인증 모두 해당) 에 대해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AWSSecrets Manager비밀의 경우 - 기존 비밀번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비
밀번호를 생성하여 SharePoint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
면AWSSecrets Manager 암호 창이 열립니다. 다음과 같이 창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SharePoint -'는 암호 이름에 자동
으로 추가됩니다.

• 사용자 이름 - SharePoint 계정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 비밀번호 - SharePoint 계정의 비밀번호입니다.
• IDP의 도메인과 함께 이메일 ID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보도 입력하십시오.

• LDAP 서버 엔드포인트 - 프로토콜 및 포트 번호를 포함한 LDAP 서버의 엔드포인트입
니다. 예: ldap: //example.com:389.

• LDAP 검색 기반 —LDAP 사용자의 검색 기반입니다. 예: CN=###, DC=#####, 
DC=com.

• LDAP 사용자 이름 - LDAP 사용자 이름입니다.
• LDAP 암호 - 사용자의 LDAP 암호입니다.

i. ID 크롤러 -Amazon Kendra ID 크롤러가 ID 정보를 동기화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ID 크롤러
를 끄려면 PutPrincipalMapping 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 로컬 그룹 매핑 크롤링 - 로컬 그룹 매핑을 크롤링하려면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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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DP의 도메인이 포함된 이메일 ID만 해당) AD 그룹 매핑 크롤링 - 활성화하면 Active 
Directory 매핑을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j. (선택 사항) VPC 및 보안 그룹 구성 - SharePoint 인스턴스와 함께 사용할 VPC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k.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l.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동기화 범위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i. 엔티티 선택 - 크롤링하려는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모든 엔티티 또는 파일, 첨부 파일, 링크
페이지, 이벤트, 설명 및 목록 데이터의 조합을 크롤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 추가 구성에서 엔티티 정규식 패턴의 경우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는 대신 특정 엔티티를 
포함하도록 링크, 페이지 및 이벤트에 대한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합니다.

iii. Regex 패턴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는 대신 파일 경로, 파일 이름, 파일 유형, OneNote섹
션 이름 및 OneNote페이지 이름별로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
가합니다. 최대 100개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b. 동기화 모드에서는 데이터 소스 콘텐츠가 변경될 때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합
니다. 데이터 원본을 처음으로 동기화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 전체 동기화 -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기화합니다.
• 새 문서 또는 수정된 문서 동기화 - 새 문서와 수정된 문서만 동기화합니다.
• 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 동기화 - 새 문서, 수정 문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합

니다.
c. 동기화 중 실행 일정,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벤트 페이지, 파일, 링크, 첨부 파일 및 코멘트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SharePoint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리포지토리 엔드포인트 메타데이터 - SharePoint 인스턴스의siteUrls AND를 지정합니
다.tenantID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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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지토리 추가 속성 —다음을 지정합니다.
• ( SharePoint 서버에만 해당)S3bucketName SSL 인증서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었습니

다.s3certificateName
• 사용 중인 인증 유형 (auth_Type) (OAuth2,OAuth2App,OAuth2CertificateBasicNTLM, 또

는)Kerberos.
• 사용 중인 버전 (version) (여부와Server 상관Online 없음) 를 사용하는Server 경

우201320162019, 또는onPremVersion 를 추가로 지정할 수Subsc 있습니다.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합니다SHAREPOINTV2.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SharePoint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SharePoint 온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 OAuth 2.0, Azure AD 앱 전용 및 SharePoint 앱 전용 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인증 옵션의 암호에 있어야 하는 최소 JSON 구조입니다.
• 기본 인증

{ 
    "username": " SharePoint account user name", 
    "password": "SharePoint account password"
}

• OAuth 2.0 인증

{ 
    "clientId": "client id generated when registering SharePoint with Azure AD", 
    "clientSecret": "client secret generated when registering SharePoint with Azure 
 AD", 
    "userName": "SharePoint account user name", 
    "password": "SharePoint account password"
}

• Azure AD 앱 전용 인증

{ 
    "clientId": "client id generated when registering SharePoint with Azure AD", 
    "privateKey": "private key to authorize connection with Azure AD"
}

• SharePoint 앱 전용 인증

{ 
    "clientId": "client id generated when registering SharePoint for App Only at 
 Tenant Level", 
    "clientSecret": "client secret generated when registering SharePoint for App 
 Only at Tenant Level", 
    "adClientId": "client id generated while registering SharePoint with Azure AD", 
    "adClientSecret": "client secret generated while registering SharePoint with 
 Azure AD"
}

SharePoint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NTLM과 Kerberos 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인증 
옵션의 암호에 있어야 하는 최소 JSON 구조입니다.
• NTLM 인증

{ 
    "username": "SharePoint account user name", 
    "password": "SharePoint account password"

333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

• IDP 인증을 통한 도메인이 포함된 이메일 ID를 사용한 NTLM 인증

{ 
    "userName": "SharePoint account user name", 
    "password": "SharePoint account password", 
    "ldapUrl": "ldap://example.com:389", 
    "baseDn": "CN=Users,DC=sharepoint,DC=com", 
    "ldapUser": "LDAP account user name", 
    "ldapPassword": "LDAP account password"
}

• Kerberos 인증

{ 
    "username": "SharePoint account user name", 
    "password": "SharePoint account password"
}

• IDP 인증을 통한 도메인이 포함된 이메일 ID를 사용한 Kerberos 인증

{ 
    "userName": "SharePoint account user name", 
    "password": "SharePoint password", 
    "ldapUrl": "ldap://example.com:389", 
    "baseDn": "CN=Users,DC=sharepoint,DC=com", 
    "ldapUser": "LDAP account user name", 
    "ldapPassword": "LDAP account password"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동기화 모드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
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선택 항목: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진

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CHANGE_LOG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텐츠 및 수정된 콘텐츠만 점진적으로 크

롤링할 수 있습니다.
•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
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IAM 역할 -RoleArnCreateDataSource 호출할 때Secrets Manager 보안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SharePoint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SharePoint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
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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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화할 특정 문서 - SharePoint 쿼리를 사용하여 비공개 지식창고를 비롯한 하나 이상의 지식창고에
서 원하는 문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SharePoint 인스턴스에 연결
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쿼리로 인덱싱할 문서 지정을 
참조하세요.

• 포함 및 제외 필터 - 참조 문서, 서비스 카탈로그, 인시던트 및 해당 첨부 파일을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SharePoint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Virtual Private Cloud (VPC) -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템플릿 스키
마 (p. 160).

주석

• 커넥터는 Files 엔티티에 대해서만 사용자 지정 필드 매핑을 지원합니다.
• 모든 SharePoint 서버 버전에서 ACL 토큰은 소문자여야 합니다. IDP의 도메인이 포함된 이메일과 사용자 

지정 도메인 ACL이 있는 이메일 ID의 경우 (예: user@sharepoint2019.com) 도메인 ACL이 있는 도메
인/사용자의 경우 (예: #####2013\ user)

• 커넥터는 SharePoint 2013의 변경 로그 모드/신규 또는 수정된 콘텐츠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엔티티 이름에% 문자가 있는 경우 커넥터는 API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파일을 건너뛰게 됩니다.
• OneNote 테넌트 ID를 사용하고 SharePoint 온라인에 OAuth 2.0 또는 SharePoint 앱 전용 인증을 활성화

한 경우에만 커넥터에서만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커넥터는 문서 이름이 바뀌더라도 기본 이름만 사용하여 OneNote 문서의 첫 번째 섹션을 크롤링합니다.
• 커넥터는 링크뿐 아니라 페이지 및 파일을 크롤링할 항목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SharePoint 2019, 

SharePoint 온라인 및 구독 에디션에서 링크를 크롤링합니다.
• 링크를 크롤링할 엔티티로 선택한 경우 커넥터는 SharePoint 2013년과 SharePoint 2016년에 링크를 크롤

링합니다.
• 커넥터는 목록 데이터를 크롤링할 엔티티로 선택한 경우에만 목록 첨부 파일 및 설명을 크롤링합니다.
• 커넥터는 Events를 크롤링할 엔티티로 선택한 경우에만 이벤트 첨부 파일을 크롤링합니다.

Microsoft 팀즈
Microsoft Teams는 메시징, 회의 및 파일 공유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협업 도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사용자인 경우 를 사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Template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Microsoft Teams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
본 문제 해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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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건 (p. 336)
• 연결 지침 설명 (p. 338)

지원되는 기능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 아이덴티티 크롤러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Microsoft Teams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Microsoft Teams와AWS 계
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Microsoft Teams에서는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오피스 365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365 테넌트 ID를 복사했습니다. 테넌트 ID는 Azure Active Directory 포털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암호가 포함된 OAuth 2.0 자격 증명 토큰을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eams의 액세스 토큰 관리에 대한 Azur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필요한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추가하도록 선택하거나 크롤링하려는 엔티티에 따라 더 적은 

권한을 선택하여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엔티티별 권한 표입니다.

엔터티 데이터 동기화에 필요한 권한 ID 동기화에 필요한 권한

채널 포스트 • ChannelMessage. 모두 읽기
• 그룹. 읽기. 모두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채널 첨부 • ChannelMessage. 모두 읽기
• 그룹. 읽기. 모두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채널 첨부 • ChannelMessage. 모두 읽기
• 그룹. 읽기. 모두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채널 위키 • 그룹. 읽기. 모두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채팅 메시지 • 채팅, 읽기, 모두
• ChatMessage. 모두 읽기

TeamMember. 모두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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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티 데이터 동기화에 필요한 권한 ID 동기화에 필요한 권한
• ChatMember. 모두 읽기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 그룹. 읽기. 모두

미팅 채팅 • 채팅, 읽기, 모두
• ChatMessage. 읽기
• ChatMember. 모두 읽기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 그룹.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채팅 첨부 • 채팅, 읽기, 모두
• ChatMessage. 읽기
• ChatMember. 모두 읽기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 그룹.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미팅 파일 • 채팅, 읽기, 모두
• ChatMessage. 모두 읽기
• ChatMember. 모두 읽기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 그룹. 읽기. 모두
• 파일.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일정 회의 • 채팅, 읽기, 모두
• ChatMessage. 모두 읽기
• ChatMember. 모두 읽기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 그룹. 읽기. 모두
• 파일.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회의 노트 • User.Read
• 사용자. 읽기. 모두
• 그룹. 읽기. 모두
• 파일. 읽기. 모두

TeamMember. 모두 읽기

• 각 문서가 Microsoft Teams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원본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
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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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Teams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Microsoft Teams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Microsoft Teams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Microsoft Teams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Microsoft Teams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36).

Console

마이크로소프트Amazon Kendra 팀즈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Microsoft Teams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 —Microsoft 365 테넌트 ID를 입력합니다. 테넌트 ID는 Azure Active Directory 포털의 속성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Microsoft Teams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Microsoft Teams-' 접두사가 암호 이름
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B.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의 경우 - Microsoft Teams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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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결제 모델 — Microsoft Teams 계정에 대한 라이선스 및 결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A 결제 모델은 보안 규정 준수가 필요한 라이선스 및 결제 모델로 제한됩니다. Model B 결제 모
델은 보안 규정 준수가 필요하지 않은 라이선스 및 결제 모델에 적합합니다.

d.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 사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e. ID 크롤러 — ID 크롤러가 활성화되면 ID 정보를Amazon Kendra 동기화합니다. ID 크롤러를 끄
려면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f.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g.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콘텐츠 동기화 - 동기화할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b. 추가 구성 — 선택적으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는 대신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여 특정 콘텐츠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c. 동기화 모드 - 데이터 원본 콘텐츠가 변경될 때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i. 전체 동기화를 선택하면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개체의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
됩니다.Amazon Kendra

ii. 새 콘텐츠 동기화 또는 수정된 콘텐츠 동기화를 선택하면 새 콘텐츠 또는 수정된 콘텐츠만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iii. 새 콘텐츠,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를 선택하면 새 콘텐츠,Amazon Kendra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만 동기화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
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마이크로소프트Amazon Kendra 팀즈에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해야MSTEAMS 합니다.
• 테넌트 ID - Azure Active Directory 포털의 속성에서 테넌트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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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Microsoft Teams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암호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에 저
장됩니다.

{ 
    "clientId": "client ID", 
    "clientSecret": "clientSecret",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CreateDataSource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Microsoft Teams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하기 위해 호출할RoleArn 시기를 지
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Teams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
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포함 및 제외 필터 - Microsoft Teams 채널에 있는 특정 문서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
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Microsoft Teams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
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템플릿 스키
마 (p. 170).

Microsoft Yammer
Microsoft Yammer는 메시징, 회의 및 파일 공유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협업 도구입니다. Microsoft Yammer 
사용자인 경우 Microsoft Yammer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Template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Microsoft Yammer 데이터 소
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Microsoft Yammer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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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기능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Microsoft Yammer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Microsoft Yammer 및
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Microsoft Yammer에서는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야머 관리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암호가 포함된 OAuth 2.0 자격 증명 토큰을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mer 액세스 토큰에 대한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각 문서가 Microsoft Yammer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
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Microsoft Yammer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Microsoft Yammer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Microsoft Yammer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Microsoft Yammer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Microsoft Yammer를 설정하
지 않았다면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41).

Console

마이크로소프트Amazon Kendra 야머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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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Microsoft Yammer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

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소스 — 마이크로소프트 야머 URL을 사용하세요.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Microsoft Yammer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Microsoft Yammer-'라는 접두사가 암호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B.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의 경우 - Microsoft Yammer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
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콘텐츠 동기화 - 동기화할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b. 추가 구성 — 선택적으로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는 대신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콘텐츠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c. 동기화 모드 — 데이터 원본 콘텐츠가 변경될 때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i. 전체 동기화를 선택하면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개체의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
됩니다.Amazon Kendra

ii. 새 콘텐츠 동기화 또는 수정된 콘텐츠 동기화를 선택하면 새 콘텐츠 또는 수정된 콘텐츠만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iii. 새 콘텐츠,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를 선택하면 새 콘텐츠,Amazon Kendra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만 동기화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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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
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마이크로소프트Amazon Kendra 야머에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해야YAMMER 합니다.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Microsoft Yammer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
장됩니다.

{ 
    "client Id": "client ID", 
    "client Secret": "client Secret",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CreateDataSource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Microsoft Yammer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하기 위해 호출할RoleArn 시기를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Yammer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
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호출VpcConfiguration 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
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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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매핑 - Microsoft Yammer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
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Microsoft Yammer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
십시오.

• 용 Yammer 커넥터 발표Amazon Kendra

경구
Quip은 실시간 문서 작성 기능을 제공하는 협업 생산성 소프트웨어입니다. Quip 폴더, 파일, 파일 댓글, 채팅
방 및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는Amazon Kendra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Quip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Quip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Amazon KendraQuip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44)
• 사전 조건 (p. 344)
• 연결 지침 (p. 345)
• 자세히 알아보기 (p. 347)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Quip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사전 조건
Quip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하기 전에 Quip 및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
행하세요.

Quip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관리자 권한이 있는 Quip 계정입니다.
• 개인 액세스 토큰이 포함된 Quip 인증 자격 증명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에 대한 Quip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Quip 사이트 도메인을 복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https://quip-company.quipdomain.com/browse

에서는 quipdomain# ######.
• Quip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각 문서가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

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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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Quip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

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Quip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Quip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Quip 데이터 
소스의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uip을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
오사전 조건 (p. 344).

Console

Amazon KendraQuip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Quip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Quip 도메인 이름 - Quip 계정에서 복사한 Quip을 입력합니다.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생성하여 

Quip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Quip-' 접두사가 암호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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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Quip 토큰 - Quip 계정에서 생성한 Quip 개인 액세스 토큰을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Virtual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
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크롤링할 Quip 폴더 ID 추가 - 크롤링하려는 Quip 폴더 ID입니다.
b. 추가 구성 (콘텐츠 유형) - 크롤링하려는 콘텐츠 유형을 입력합니다.
c. Regex 패턴 -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 -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와 동기화하는 빈도를 선택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Amazon Kendra 인덱스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
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Quip에 연결하려면

Quip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Quip 사이트 도메인 —예: https://quip-company.quipdomain.com/browse. 여기서
quipdomain# ######.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Quip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accessToken": "token"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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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Quip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uip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파일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Quip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Quip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Quip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Quip 커넥터를 사용한 지능형 검색으로 Quip 문서에서 지식을 검색하십시오.Amazon Kendra

Salesforce
Salesforce는 지원, 영업 및 마케팅 팀을 관리하기 위한 고객 관계 관리 (CRM) 도구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alesforce 표준 개체 및 사용자 지정 개체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 TemplateConfigurationAPI 또는 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alesforce 데이터 소
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Configuration

Amazon Kendra두 가지 버전의 Salesforce 커넥터가 있습니다. 각 버전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
다.

세일즈포스 커넥터 SalesforceConfigurationV1.0/API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세일즈포스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V2.0/API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엔티티 첨부 지원
• 아이덴티티 크롤링
• VPC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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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Note

세일즈포스 커넥터 Salesforce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
입니다. 세일즈포스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Salesforc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세일즈포스 커넥터 V1.0 (p. 348)
• 세일즈포스 커넥터 V2.0 (p. 352)

세일즈포스 커넥터 V1.0
Salesforce는 지원, 영업 및 마케팅 팀을 관리하기 위한 고객 관계 관리 (CRM) 도구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alesforce 표준 개체 및 사용자 지정 개체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Amazon Kendra세일즈포스 API 버전 48을 사용합니다. Salesforce API는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요
청 수를 제한합니다. Salesforce는 이러한 요청을 초과할 경우 계속할 수 있을 때까지 재시도합니다.

Note

세일즈포스 커넥터 Salesforce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
입니다. 세일즈포스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Salesforc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48)
• 사전 조건 (p. 348)
• 연결 지침 설명 (p. 349)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Salesforce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사전 조건

Salesforce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Salesforce 및AWS 계정
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Salesforce ForceForce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Salesforce 계정을 생성하고 Salesforce 계정을 생성하고 Salesforce 계정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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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uth가 활성화된 상태로 Salesforce 커넥티드 앱 계정을 만들고 Salesforce 커넥티드 앱에 할당된 소비
자 키 (클라이언트 ID) 및 소비자 암호 (클라이언트 암호) 를 복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앱에 대
한 Salesforc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Salesforce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 계정과 연결된 Salesforce 보안 토큰을 복사했습니다.
• 인덱싱할 Salesforce 인스턴스의 URL을 복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https://.salesforce.com/###<company>. 서버에서 Salesforce 연결 앱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
다.

• ReadOnly 프로필을 복제하고 모든 데이터 보기 및 문서 관리 권한을 추가하여 Salesforce에 대한 읽기 전
용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Salesforce 서버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은 연결하
는 사용자 및Amazon Kendra 연결하는 Salesforce 연결 앱을 식별합니다.

• 각 문서가 Salesforce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
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Salesforc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Salesforce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Salesforce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Salesforce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Salesforce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
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48).

Console

Amazon Kendra세일즈포스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alesforce 커넥터 V1.0을 선택한 다음 커넥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지만 공백은 포함
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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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본 언어 — 색인을 위해 문서를 필터링하는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
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 공유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
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Salesforce URL - 인덱싱할 Salesforce 사이트의 Salesforce 사이트의 인스턴스 URL을 입력합
니다.

b. 인증 유형에서 기존 인증과 신규 중에서 선택하여 Salesforce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Salesforce-' 접두사가 암호 이름에 자
동으로 추가됩니다.

B. 사용자 이름, 암호, 보안 토큰, 소비자 키, 소비자 암호 및 인증 URL의 경우 - 
Salesforce 계정에서 만든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C.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c.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첨부 파일 크롤링의 경우 - 첨부된 모든 개체, 아티클 및 피드를 크롤링하도록 선택합니다.
b. 표준 개체, 지식 문서 및 Chatter 피드의 경우 - 크롤링하려는 Salesforce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

형을 선택합니다.

Note

표준 개체, 지식 문서 또는 Chatter 피드 중 하나 이상을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식 문서를 크롤링하기로 선택한 경우 인덱싱할 참조 문서 유형, 문
서 이름, 모든 참조 문서의 표준 필드를 인덱싱할지 또는 사용자 지정 문서 유형의 필
드만 인덱싱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아티클을 인덱싱하려면 아티클 유형
의 내부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최대 10개의 기사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c.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입니다.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표준 지식 문서, 표준 개체 첨부 파일 및 추가 제안 필드 매핑의 경우Amazon Kendra 생성된 기
본 데이터 원본 필드 중에서 색인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Note

에 대한 인덱스_document_body 매핑이 필요합니다. Salesforce ID필드와 필드 
간의 매핑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Amazon Kendra_document_id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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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세일즈포스에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SalesforceConfigurationAPI를 지정해야 합니다.

• 서버 URL - 인덱싱할 Salesforce 사이트의 인스턴스 URL입니다.
• 비밀 아마존 리소스 이름 (ARN) - Salesforce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비밀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authenticationUrl": "The OAUTH endpoint that Amazon Kendra connects to get an 
 OAUTH token.", 
    "consumerKey": "The application public key generated when you created your 
 Salesforce application.", 
    "consumerSecret": "The application private key generated when you created your 
 Salesforce application.", 
    "password": "The password associated with the user logging in to the Salesforce 
 instance.", 
    "securityToken": "The token associated with the user account logging in to the 
 Salesforce instance.", 
    "username": "The user name of the user logging in to the Salesforce instance."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IAM 역할에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Salesforc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데이터 원본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 표준 개체, 지식 문서 또는 Chatter 피드 중 하나 이상을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
다.
• 표준 객체 - 표준 객체를 크롤링하려는 경우 표준 객체의 이름과 문서 내용이 포함된 표준 객체 테이

블의 필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문서 - 참고 자료 문서를 크롤링하기로 선택한 경우 인덱싱할 참조 문서 유형, 인덱싱할 

참조 문서의 상태, 모든 참조 문서의 표준 필드를 인덱싱할지 또는 사용자 지정 문서 유형의 필드만 
인덱싱할지 지정해야 합니다.

• 채터 피드 - Chatter FeedIsforce 테이블 Salesforce 테이블 Salesforce 테이블 Salesforce 테이블 
Salesforce 테이블 Salesforce FeedItem 테이블 Salesforce 테이블 열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첨부 파일을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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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매핑 - Salesforce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데이터 원본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
시오.

세일즈포스 커넥터 V2.0
Salesforce는 지원, 영업 및 마케팅 팀을 관리하기 위한 고객 관계 관리 (CRM) 도구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alesforce 표준 개체 및 사용자 지정 개체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Note

세일즈포스 커넥터 Salesforce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정
입니다. 세일즈포스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Salesforce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52)
• 사전 조건 (p. 352)
• 연결 지침 설명 (p. 353)
• 자세히 알아보기 (p. 356)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Salesforce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엔티티 첨부 지원
• 아이덴티티 크롤링
• VPC 지원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또는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사전 조건

Salesforce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Salesforce 및AWS 계정
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Salesforce ForceForce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Salesforce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Salesforce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기록해 두었
습니다.

• Salesforce에 연결하는 데 사용된 계정과 연결된 Salesforce 보안 토큰을 복사했습니다.
• OAuth가 활성화된 상태로 Salesforce 커넥티드 앱 계정을 만들고 Salesforce 커넥티드 앱에 할당된 소비

자 키 (클라이언트 ID) 및 소비자 암호 (클라이언트 암호) 를 복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앱에 대
한 Salesforc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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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싱할 Salesforce 인스턴스의 URL을 복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https://.salesforce.com/###<company>. 서버에서 Salesforce 연결 앱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
다.

• ReadOnly 프로필을 복제하고 모든 데이터 보기 및 문서 관리 권한을 추가하여 Salesforce에 대한 읽기 전
용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Salesforce 서버에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은 연결하
는 사용자 및Amazon Kendra 연결하는 Salesforce 연결 앱을 식별합니다.

• 각 문서가 Salesforce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
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Salesforce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Salesforce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Salesforce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Salesforce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Salesforce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
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52).

Console

Amazon Kendra세일즈포스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alesforce 커넥터 V2.0을 선택한 다음 커넥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지만 공백은 포함
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기본 언어 — 색인을 위해 문서를 필터링하는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

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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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lesforce URL - 인덱싱할 Salesforce 사이트의 Salesforce 사이트의 인스턴스 URL을 입력합
니다.

b. 기존 암호를 입력하거나 새 암호를 만드는 경우AWSSecrets Manager 암호 창이 열립니다.

•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Salesforce-' 접두사가 암호 이름에 자
동으로 추가됩니다.

B. 사용자 이름, 암호, 보안 토큰, 소비자 키, 소비자 암호 및 인증 URL의 경우 - 
Salesforce 계정에서 생성하고 다운로드한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C. 인증 저장을 선택합니다.
c. ID 크롤러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첨부 파일 크롤링의 경우 - 연결된 모든 Salesforce 객체를 크롤링하도록 선택합니다.
b. 표준 개체, 첨부 파일이 있는 표준 개체, 첨부 파일이 없는 표준 개체 및 참조 문서의 경우 크롤

링하려는 Salesforce 엔터티 또는 콘텐츠 형식을 선택합니다.
c. 표준 개체, 지식 문서 또는 Chatter 피드 중 하나 이상을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식 문서를 크롤링하려면 인덱싱할 참조 문서 유형을 지정해야 합니다. 게시, 보관, 초
안 및 첨부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gex 필터 - 특정 카탈로그 항목을 포함할 정규식 패턴을 지정합니다.
8. 추가 구성의 경우:

• ACL 정보 기본적으로 모든 액세스 제어 목록이 포함됩니다. 액세스 제어 목록을 선택 취소하면 
해당 범주의 모든 파일이 공개됩니다.

• Regex 패턴 -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v2의 동기화 모드에서 데이터 소스 콘텐츠가 변경될 때 색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
택합니다. 데이터 원본을 처음으로 동기화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 전체 동기화 -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기화합니다.
• 신규, 수정 및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 - 새 콘텐츠, 수정 콘텐츠 및 삭제된 콘텐츠만 동기화합니다.

신규 및 수정된 콘텐츠 동기화 - 새 콘텐츠와 수정된 콘텐츠만 동기화합니다.
9.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10.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표준 지식 문서, 표준 개체 첨부 파일 및 추가 제안 필드 매핑의 경우Amazon Kendra 생성된 기
본 데이터 원본 필드 중에서 색인에 매핑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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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에 대한 인덱스_document_body 매핑이 필요합니다. Salesforce ID필드와 필드 
간의 매핑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Amazon Kendra_document_id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11.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세일즈포스에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합니다SALESFORCEV2.
• 호스트 URL - Salesforce 인스턴스 호스트 URL을 지정합니다.
• 유형 —호출 시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동기화 모드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

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진

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비밀 아마존 리소스 이름 (ARN) - Salesforce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비밀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authenticationUrl": "The OAUTH endpoint that Amazon Kendra connects to get an 
 OAUTH token.", 
    "consumerKey": "The application public key generated when you created your 
 Salesforce application.", 
    "consumerSecret": "The application private key generated when you created your 
 Salesforce application.", 
    "password": "The password associated with the user logging in to the Salesforce 
 instance.", 
    "securityToken": "The token associated with the user account logging in to the 
 Salesforce instance.", 
    "username": "The user name of the user logging in to the Salesforce instance."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IAM 역할에Secrets Manager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Salesforce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데이터 원본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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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문서, 계정, 캠페인, 사례, 연락처, 잠재 고객, 기회, 솔루션, 작업, 그룹, 채팅 
및 사용자 지정 엔터티 파일을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Virtual Virtual Private Cloud (VPC) Privirtual Privirtual PrivirtualCreateDataSource
PriviVpcConfiguration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
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필드 매핑 - Salesforce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세일즈포스 템플릿 스키마 (p. 186).

자세히 알아보기
Salesforce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과의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에 대한 업데이트된 Salesforce 커넥터 (V2) 발표Amazon Kendra

ServiceNow
ServiceNow IT 서비스, 티켓팅 시스템 및 지원과 같은 조직 수준의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erviceNow 카탈로그, 참조 문서, 
인시던트 및 해당 첨부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 TemplateConfigurationAPI 또는 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erviceNow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ServiceNowConfiguration

Amazon Kendra두 가지 버전의 ServiceNow 커넥터가 있습니다. 각 버전에서 지원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
니다.

ServiceNow 커넥터 ServiceNowConfigurationV1.0/API

• 필드 매핑
• ServiceNow 인스턴스 버전: 런던, 기타
• 포함/제외 패턴: 서비스 카탈로그, 지식 문서, 첨부 파일

ServiceNow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V2.0/API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새 문서, 수정 문서,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 ServiceNow 인스턴스 버전: 로마, 샌디에고, 도쿄, 기타
• 포함/제외 패턴: 서비스 카탈로그, 지식 문서, 인시던트,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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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erviceNow 커넥터 ServiceNow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
정입니다. ServiceNow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 ServiceNow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ServiceNow 커넥터 V1.0 (p. 357)
• ServiceNow 커넥터 V2.0 (p. 361)
• 쿼리로 인덱싱할 문서 지정 (p. 366)

ServiceNow 커넥터 V1.0
ServiceNow IT 서비스, 티켓팅 시스템 및 지원과 같은 조직 수준의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erviceNow 카탈로그, 참조 문서 
및 해당 첨부 파일을 색인화할 수 있습니다.

Note

ServiceNow 커넥터 ServiceNowConfiguration V1.0/API에 대한 Support 2023년 6월까지 종료될 예
정입니다. ServiceNow 커넥터 TemplateConfiguration V2.0/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endra ServiceNow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57)
• 사전 조건 (p. 357)
• 연결 지침 설명 (p. 358)
• 자세히 알아보기 (p. 361)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 ServiceNow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ServiceNow 인스턴스 버전: 런던, 기타
• 포함/제외 패턴: 서비스 카탈로그, 지식 문서 및 해당 첨부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ServiceNow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ServiceNow 및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에서 ServiceNow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ServiceNow 관리자 계정을 만들고 ServiceNow 인스턴스를 생성했습니다.
• ServiceNow 인스턴스 URL의 호스트를 복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스턴스의 URL이 https://your-
domain.service-now.com 인 경우 입력한 호스트 URL의 형식은 your-domain.service-now.com
###.

• ServiceNow 인스턴스에Amazon Kendra 연결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포함된 기본 인증 자격 증
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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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사항: 사용자 이름, 암호, 클라이언트 IDAmazon Kendra 및 클라이언트 암호를 식별하고 생성할 수 있
는 OAuth 2.0 자격 증명 토큰을 구성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는 ServiceNow 지식 기반 및 서비스 카
탈로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Auth 2.0 인증ServiceNow 문서를 참조하십시
오.

• 다음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 kb_카테고리
• kb_knowledge
• kb_지식_베이스
• kb_uc_read_mtom
• kb_uc_can_read_mtom
• sc_카탈로그
• sc_카테고리
• sc_cat_item
• 시스템 첨부
• 시스템_첨부_문서
• 시스템 사용자_역할

• 각 문서가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ServiceNow 원본과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
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
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ServiceNow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

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ServiceNow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ServiceNow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ServiceNow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ServiceNow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57).

Console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ServiceNow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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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erviceNow커넥터 V1.0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ServiceNow 호스트 ServiceNow —호스트 URL을 입력합니다.
b. ServiceNow 버전 ServiceNow —버전을 선택합니다.
c. 사용 사례에 따라 기본 인증과 Oauth 2.0 인증 중에서 선택하세요.
d. AWSSecrets Managersecret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생성

하여 ServiceNow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i.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ServiceNow -'는 암호 이름에 자동으
로 추가됩니다.

ii.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ServiceNow 계정의 암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
니다.

OAuth2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ServiceNow 계정에서 생성한 암호 이름, 사용자 이름, 암
호,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를 입력합니다.

iii. 저장을 선택하고 암호를 추가합니다.
e.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참조 문서 포함 - 참조 문서를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b. 참조 문서 유형 - 사용 사례에 따라 공개 문서만 포함과 ServiceNow 필터 쿼리를 기반으로 한 

문서 포함 중에서 선택합니다.  ServiceNow 필터 쿼리를 기반으로 문서 포함을 선택한 경우 
ServiceNow 계정에서 복사한 필터 쿼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c. 참조 문서 첨부 파일 포함 - 참조 문서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인덱싱할 특정 파
일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d. 카탈로그 항목 포함 - 카탈로그 항목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e. 카탈로그 항목 첨부 포함 - 카탈로그 항목 첨부를 색인화하도록 선택합니다. 인덱싱할 특정 파

일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f.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입니다.
g.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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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참조 문서 및 서비스 카탈로그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원본 필드와 추가 제안 필
드 매핑 중에서 색인에 매핑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ServiceNow

ServiceNowConfiguration 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URL - ServiceNow URL을 지정합니다. 호스트 엔드포인트는 your-domain.service-
now.com 과 같은 형식이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호스트 인스턴스 - ServiceNow 호스트 인스턴스 버전을LONDON 또는 로 지정합니
다OTHERS.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ServiceNow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은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

OAuth2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은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clientId": "client id", 
    "clientSecret": "client secret"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RoleArnCreateDataSource 호출할 때Secrets Manager 보안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ServiceNow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ServiceNow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
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필드 매핑 - ServiceNow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포함 및 제외 필터 - 카탈로그 및 참조 문서의 특정 파일 첨부를 포함할지 아니면 제외할지를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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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인덱싱 매개변수 —다음을 수행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지식 문서 및 서비스 카탈로그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색인화하십시오. 참조 문서 및 서비스 카탈로

그 항목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한 경우 인덱스의 인덱스 문서 내용 ServiceNow 필드에 매핑되는 필
드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Amazon Kendra

• 참조 문서 및 카탈로그 항목에 대한 첨부 파일을 색인화합니다.
• 하나 이상의 지식창고에서 문서를 선택하는 ServiceNow 쿼리를 사용하십시오. 기술 자료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쿼리로 인덱싱할 문서 지정을 참조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ServiceNow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Amazon Kendra ServiceNow 온라인 커넥터 시작하기

ServiceNow 커넥터 V2.0
ServiceNow IT 서비스, 티켓팅 시스템 및 지원과 같은 조직 수준의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erviceNow 카탈로그, 참조 문서, 
인시던트 및 해당 첨부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ServiceNow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61)
• 사전 조건 (p. 361)
• 연결 지침 설명 (p. 362)
• 자세히 알아보기 (p. 366)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 ServiceNow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Virtual private cloud(VPC)
• 모든 문서 동기화/ 새 문서, 수정 문서,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
• ServiceNow 인스턴스 버전: 로마, 샌디에고, 도쿄, 기타
• 포함/제외 패턴: 서비스 카탈로그, 지식 문서, 인시던트 및 해당 첨부

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ServiceNow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인덱싱하려면 먼저 ServiceNow 및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에서 ServiceNow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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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용 또는 엔터프라이즈 개발자 인스턴스를 만들었으며 관리자 역할을 가진 ServiceNow 인스턴스가 있
습니다.

• ServiceNow 인스턴스 URL의 호스트를 복사했습니다. 입력한 호스트 URL의 형식은 your-
domain.service-now.com###. 연결하려면 ServiceNow 인스턴스 URL이 필요합니다Amazon Kendra.

• ServiceNow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Amazon Kendra 있도록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포함된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구성했습니다.

• 선택 사항: 사용자 이름, 암호, 생성된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식별
할 수 있는 OAuth 2.0 자격 증명 토큰을 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Auth 2.0 인증ServiceNow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각 문서가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ServiceNow 원본과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
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
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ServiceNow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암호의 ARN

을 기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 또는 암호가 없는 경우 ServiceNow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설명

ServiceNow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ServiceNow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ServiceNow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시오사전 조건 (p. 361).

Console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ServiceNow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erviceNow커넥터 V2.0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

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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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ServiceNow 호스트 ServiceNow —호스트 URL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호스트 URL의 형식은
your-domain.service-now.com###.

b. ServiceNow 버전 ServiceNow —버전을 선택합니다.
c. 사용 사례에 따라 기본 인증과 Oauth 2.0 인증 중에서 선택하세요.
d. AWSSecrets Managersecret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생성

하여 ServiceNow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밀 창이 열립니다.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i.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접두사AmazonKendra '-ServiceNow -'는 암호 이름에 자동으
로 추가됩니다.

ii.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ServiceNow 계정의 암호 이름,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
니다.

OAuth2.0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 ServiceNow 계정에서 생성한 암호 이름, 사용자 이름,
암호,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를 입력합니다.

iii. 저장을 선택하고 암호를 추가합니다.
e. (선택 사항) VPC 및 보안 그룹 구성 - ServiceNow 인스턴스와 함께 사용할 VPC를 선택합니다.
f. ID 크롤러 - ID 크롤러를 활성화하여Amazon Kendra ID 정보를 동기화하도록 선택합니다. ID 

크롤러를 끄려면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g.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h.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지식 문서의 경우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참조 문서 —참조 문서를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참조 문서 첨부 파일 —참조 문서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참조 문서 유형 — 사용 사례에 따른 ServiceNow  필터 쿼리를 기반으로 공

개 문서만 또는 지식 문서 중에서 선택합니다.  ServiceNow 필터 쿼리를 기
반으로 문서 포함을 선택한 경우 ServiceNow 계정에서 복사한 필터 쿼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터 쿼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_##=####^EQ,
kb_knowledge_base=dfc19531bf2021003f07e2c1ac0739ab^text 
ISNOTEMPTY^EQ, Article_Type=Text^active=True^EQ.

• 간략한 설명 필터를 기반으로 한 기사 포함 - 특정 기사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정규 표현식 패
턴을 지정합니다.

b.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의 경우:

•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첨부 파일 -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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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성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 활성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비활성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 비활성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필터 쿼리 - ServiceNow 인스턴스에 정의된 필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카탈

로그 항목을 포함하도록 선택합니다. 필터 쿼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short_descriptionLikeAccess^Category=2809952237b1300054b6a3549DBE5dd4^EQ,
### Service^active=True^EQ# 시작합니다.

• 간략한 설명 필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포함 - 특정 카탈로그 항목을 포함하는 
정규식 패턴을 지정합니다.

c. 인시던트의 경우:

• 인시던트 —서비스 인시던트를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인시던트 첨부 파일 —인시던트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진행 중인 인시던트 - 활성 인시던트를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비활성 인시던트 - 비활성 인시던트를 인덱싱하도록 선택합니다.
• 진행 중인 인시던트 유형 - 사용 사례에 따라 모든 인시던트, 미해결 인시던트, 미지정 인시던

트, 해결된 인시던트 중에서 선택합니다.
• 필터 쿼리 - ServiceNow 인스턴스에 정의된 필터를 기반으로 인시던트를 포함하도록 선택합

니다. 필터 쿼리의 예에는 Short_DescriptionLikeTest^urgency=3^State=1^EQ, #
###=2^Category=#####^EQ# 포함됩니다.

• 간단한 설명을 기반으로 한 인시던트 포함 필터 - 특정 인시던트를 포함하도록 정규 표현식 
패턴을 지정합니다.

d. 추가 구성의 경우:

• ACL 정보 - 선택한 엔티티의 액세스 제어 목록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액세스 제어 목록
을 선택 취소하면 해당 범주의 모든 파일이 공개됩니다. 선택하지 않은 엔티티에 대해서는 
ACL 옵션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공개 논문의 경우 ACL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첨부 정규식 패턴 - 정규 표현식 패턴을 추가하여 카탈로그, 지식 문서 및 인시던트의 특정 첨
부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합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 동기화 모드에서는 데이터 소스 콘텐츠가 변경될 때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선택합
니다. 데이터 원본을 처음으로 동기화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기화됩니다.Amazon 
Kendra

• 전체 동기화 - 이전 동기화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콘텐츠를 동기화합니다.
• 신규, 수정 또는 삭제된 콘텐츠 동기화 - 새 콘텐츠, 수정 콘텐츠 및 삭제된 콘텐츠만 동기화

합니다.
f. 동기화 중 실행 일정,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
g.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참조 문서, 서비스 카탈로그, 첨부 파일 및 인시던트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색인에 매핑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연결하려면 Service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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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합니다SERVICENOWV2.
• 호스트 URL - ServiceNow 호스트 인스턴스 버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your-
domain.service-now.com#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인증 유형 - ServiceNow 인스턴스에OAuth2 대한 인증 유형을basicAuth 지정하든 관계없이 인증 
유형을 지정합니다.

• ServiceNow 인스턴스 버전 - 사용 중인 ServiceNow 인스턴스를 (,TokyoSandiegoRome, 또는) 로 지
정합니다Others.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동기화 모드 - 모든 문서를 동기화하여 색인을Amazon Kendra 업데이트할지 아니면 새 문서, 수정 문

서 및 삭제된 문서만 동기화할지 지정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 항목:
• FORCED_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인덱스와 동기화될 때마다 모든 콘텐츠를 새로 크롤링하고 

기존 콘텐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 FULL_CRAWL데이터 원본이 색인과 동기화될 때마다 새 콘텐츠, 수정 내용 및 삭제된 콘텐츠만 점진

적으로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ServiceNow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기본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비밀은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선택 사항): OAuth2 토큰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OAuth2 자격 증명은Secrets Manager 암호에 
JSON 문자열로 저장됩니다.

{ 
    "username": "user name", 
    "password": "password", 
    "clientId": "client id", 
    "clientSecret": "client secret"
}

• IAM 역할 -RoleArnCreateDataSource 호출할 때Secrets Manager 보안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ServiceNow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합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ServiceNow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
하세요.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irtual Private Cloud) - 호출VpcConfigurationCreateDataSource 시 지
정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포함 및 제외 필터 - 참조 문서, 서비스 카탈로그 및 인시던트의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특
정 첨부 파일을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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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ID 크롤러 활성화 - ID 크롤러를 활성화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ID 크롤러가 비활성화된 경우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 정보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ID 정보를 크롤링하면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검색 결과는 문
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필터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인덱싱 매개변수 —다음을 수행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지식 기사, 서비스 카탈로그, 인시던트 또는 이 모든 것을 인덱싱하세요. 참조 문서, 서비스 카탈로

그 항목 및 인시던트를 인덱싱하도록 선택한 경우 인덱스의 인덱스 문서 내용 ServiceNow 필드에 
매핑되는 필드의Amazon Kendra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참조 문서,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및 인시던트에 대한 첨부 파일을 색인화합니다.
• short description필터 패턴을 기반으로 지식 문서,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및 인시던트를 포함

하세요.
• 활성 및 비활성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 및 인시던트를 필터링하도록 선택합니다.
• 인시던트 유형을 기준으로 인시던트를 필터링하도록 선택합니다.
• ACL을 크롤링할 엔티티를 선택합니다.
• ServiceNow 쿼리를 사용하여 비공개 지식창고를 비롯한 하나 이상의 지식창고에서 원하는 문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ServiceNow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
하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쿼리로 인덱싱할 문서 지정을 참조하세
요.

• 필드 매핑 - ServiceNow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ServiceNow 템플릿 스키마 (p. 219).

자세히 알아보기

ServiceNow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에 대한 업데이트된 ServiceNow 커넥터 (V2)Amazon Kendra 발표 시작하기Amazon Kendra

쿼리로 인덱싱할 문서 지정
ServiceNow 쿼리를 사용하여Amazon Kendra 색인에 포함하려는 문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사용
하면 비공개 지식창고를 비롯한 여러 지식창고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식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ServiceNow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쿼리를 작성하려면 ServiceNow 쿼리 빌더를 사용합니다. 빌더를 사용하여 쿼리를 만들고 쿼리가 올바른 문
서 목록을 반환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ServiceNow 콘솔을 사용하여 쿼리를 만들려면

1. ServiceNow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지식, 기사를 차례로 선택한 다음 모두를 선택합니다.
3. 페이지 상단에서 필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 쿼리 빌더를 사용하여 쿼리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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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쿼리가 완료되면 쿼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쿼리 복사를 선택하여 쿼리 빌더에서 쿼리를 
복사합니다. 에서 사용할 쿼리를 저장합니다Amazon Kendra.

쿼리를 복사할 때 쿼리 매개 변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쿼리 매개 변수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 매개 변
수를 비어 있는 것으로 ServiceNow 취급하고 결과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Slack
Slack은 사용자가 다양한 공개 및 비공개 채널을 통해 메시지와 첨부 파일을 보낼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커뮤
니케이션 앱입니다. Slack 공개 및 비공개 채널, 봇 및 아카이브 메시지, 파일 및 첨부 파일, 다이렉트 및 그룹 
메시지를 인덱싱하는 데 사용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필터링할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필터링할 수
도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SlackConfigurationAP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Slack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Slack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문제 해결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67)
• 사전 조건 (p. 367)
• 연결 지침: (p. 368)
• 자세히 알아보기 (p. 371)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Slack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사전 조건
Slack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인덱싱하는 데 사용하기 전에 Slack과AWS 계정에서 이러한 변경을 수
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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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에서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 슬랙 봇 사용자 OAuth 토큰 또는 슬랙 사용자 OAuth 토큰을 생성했습니다. 두 토큰 중 하나를 선택하여 
Slack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토큰에 대한 Slack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Note

봇 토큰을 Slack 자격 증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다이렉트 메시지와 그룹 메시지를 인덱싱할 
수 없으며 인덱싱하려는 채널에 봇 토큰을 추가해야 합니다.

• Slack 워크스페이스 메인 페이지 URL에서 Slack 워크스페이스 팀 ID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https://app.slack.com/client/T0123456789/... 여기서 T0123456789 은 팀 ID입니다.

• 다음과 같은 [Oauth 범위/ 읽기]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 채널:히스토리
• 채널:읽기
• 그룹:기록
• 그룹:읽기
• im:히스토리
• mpim:히스토리
• mpim:읽기
• 팀: 읽기
• 사용자. 프로필:읽기
• 사용자:읽기
• 이모지:읽기
• 파일:읽기
• 사용자 그룹:읽기

• 각 문서가 Slack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
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에 대한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Slack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의 ARN을 기록

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이나 시크릿이 없는 경우 Slack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과
Secrets Manager 시크릿을 생성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결 지침:
Slack 데이터 소스에Amazon Kendra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Slack 데이
터 소스의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Slack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를Amazon Kendra 참조하십
시오사전 조건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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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Amazon Kendra슬랙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Slack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새 태그 추가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검색 및 필터링하거나AWS 비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Slack 워크스페이스 팀 ID - Slack 워크스페이스의 팀 ID입니다.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생성하여 

Slack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시크릿을 생성하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시크릿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Slack-' 접두사가 암호 이름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B. Slack 토큰의 경우 - Slack 계정에서 생성한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Virtual Private Cloud (VPC) - VPC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을 추가해야 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만들기를 선택하여 오류를 방
지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크롤링할 콘텐츠 유형 선택 - 크롤링하려는 Slack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b. 변경 로그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c. Regex 패턴 -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최대 100개의 

패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 크롤링 시작 날짜 선택 - 데이터 크롤링을 시작할 날짜를Amazon Kendra 선택합니다.
e. 동기화 중 실행 일정, 빈도Amazon Kendra -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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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설정 페이지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Slack 필드 매핑의 경우 -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 중에서 인덱스에 매핑
하려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
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API

Amazon Kendra슬랙에 연결하려면

Slack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 슬랙 워크스페이스 팀 ID - 슬랙 메인 페이지 URL에서 복사한 슬랙 팀 ID입니다.
• 인덱싱할 항목 목록 - 공개 채널과 비공개 채널, 그룹 및 다이렉트 메시지를Amazon Kendra 인덱싱할

지 여부입니다.
• 크롤링 날짜 - Slack 워크스페이스 팀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날짜는 다음 형

식을 따라야 yyyy-mm-dd 합니다.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Slack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를 사용하여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slackToken": "token"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호출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Slack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lack 데이터 소스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다음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Virtual Private Cloud (VPC) - 데이터 소스 구성의VpcConfiguration 일부로 지정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변경 로그 - Slack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문서를 색인에서 추가, 업데이트 또는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Amazon Kendra 결정합니다.

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큰 
경우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Slack 데이터 소스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Amazon Kendra 짧을 수 있습니다. Slack 데이터 소스를 색인과 처음으로 동기화하는 경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특정 공개 및 비공개 채널, 그룹 및 비공개 메시지, 봇 및 보관된 메시지를 포함할
지 제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Slack 인증 자격 증명의 일부로 봇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인덱싱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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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널에 봇 토큰을 추가해야 합니다. 봇 토큰을 사용하여 다이렉트 메시지와 그룹 메시지를 인덱싱
할 수 없습니다.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 필드 매핑 - Slack 데이터 소스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lack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Slack 데이터Amazon Kendra 소스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 Slack 커넥터를 사용한 지능형 검색으로 Slack 워크스페이스에서 지식을Amazon Kendra 파악하세요

Zendesk
Zendesk는 기업이 고객 지원 상호 작용을 자동화하고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Zendesk Support 티켓, 티켓 댓글, 티켓 첨부 파일, 헬프 센터 문서, 문서 댓글, 
문서 댓글 첨부 파일, 가이드 커뮤니티 주제, 커뮤니티 게시물 댓글을 색인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 내에서만 있는 티켓을 인덱싱하려면 조직 이름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Zendesk에서 
데이터 크롤링을 시작할 때 크롤링 날짜를 설정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Kendra콘솔과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Zendesk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Zendesk 데이터 소스 커넥터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원본 문제 해
결 (p. 564).

주제
• 지원되는 기능 (p. 371)
• 사전 조건 (p. 372)
• Connection instructions (p. 372)
• 자세히 알아보기 (p. 375)

지원되는 기능
Amazon KendraZendesk 데이터 소스

• 변경 로그
• 필드 매핑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포함/제외 필터
• Virtual private cloud(V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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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를 사용하여 Zendesk 데이터 원본을 색인화하는Amazon Kendra 데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Zendesk 및
AWS 계정에서 변경하세요.

Zendesk에서

• Zendesk Suite (프로페셔널/엔터프라이즈) 관리자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 Zendesk 호스트 URL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https://{sub-domain (https://
{host/)}.zendesk.com/).

•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보안 암호,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OAuth 2.0 자격 증명 토큰을 생성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Auth 2.0 토큰 생성에 대한 Zendesk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Added the following OAuth 2.0 scope:
• read

• 선택 사항: 연결을 허용하는Amazon Kendra SSL 인증서를 설치했습니다.
• 각 문서가 Zendesk 및 동일한 색인에 사용하려는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고유한지 확인했습니다. 색인에 

사용할 각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 원본 간에 동일한 문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서 ID는 인덱스 전체
에 적용되며 인덱스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AWS계정에 다음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Amazon Kendra인덱스를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 ID를 기록했습니다.
• 데이터 소스의 IAM역할을 생성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IAM 역할의 ARN을 기록했습니다.
• Zendesk 인증 자격 증명을AWSSecrets Manager 비밀에 저장하고 API를 사용하는 경우 비밀의 ARN을 기

록했습니다.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
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존IAM 역할이나 비밀번호가 없는 경우 Zendesk 데이터 소스를 연결할 때 콘솔을 사용하여 새IAM 역할 
및Secrets Manager 비밀번호를 만들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IAM 역할 및
Secrets Manager 암호의 ARN과 인덱스 ID를 제공해야 합니다.

Connection instructions
Zendesk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에 연결하려면 데이터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도록 Zendesk 
데이터 원본의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 Zendesk를 구성하지 않았다면Amazon Kendra 참조
하세요사전 조건 (p. 372).

Console

Amazon KendraZendesk에 연결하려면

1. AWS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 목록에서 사용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Note

색인 설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제어 설정을 구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 시작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추가 페이지에서 Zendesk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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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하이픈은 포함할 수 있
지만 공백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b. (선택 사항) 설명 -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c. 언어에서 기본 언어의 경우 —문서의 색인을 필터링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언어는 영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메타데이터에 지정된 언어가 선택한 언어보다 우선합니다.
d. 태그에서 Add CrivateAWS Crivate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액세스 및 보안 정의 페이지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젠데스크 URL —젠데스크 URL을 입력합니다.
b. AWSSecrets Manager비밀 - 기존 암호를 선택하거나 새Secrets Manager 암호를 만들어 

Zendesk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새 암호를 만들도록 선택하면AWSSecrets Manager 비
밀 창이 열립니다.

i. AWSSecrets Manager암호 만들기 창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시크릿 이름 - 시크릿의 이름. 'AmazonKendra-Zendeskk-' 접두사가 자동으로 비밀 이
름에 추가됩니다.

B.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의 경우 - Zendesk 계정에서 
만든 인증 자격 증명 값을 입력합니다.

ii. 저장을 선택합니다.
c. Virtual Virtual Private Cloud (VPC) Crivate Crivate Crivate 그렇다면 서브넷과 VPC 보안 그룹

을 추가해야 합니다.
d. IAM 역할 - 기존 IAM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IAM 역할을 생성하여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 및 인

덱스 콘텐츠에 액세스합니다.

Note

인덱스에 사용되는 IAM 역할은 데이터 소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역할이 인덱
스 또는 FAQ에 사용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여 오류를 방지
하십시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a. 엔티티 또는 콘텐츠 유형 선택 - 크롤링하려는 Zendesk 엔터티 또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b. 변경 로그 -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는 대신 색인을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c. 조직 이름 - 동기화를 필터링할 Zendesk 조직 이름을 입력합니다.
d. 동기화 시작일 - 콘텐츠를 인덱싱하려는 날짜입니다.
e. Regex 패턴 - 특정 파일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정규 표현식 패턴입니다. 최대 100개의
f. 빈도에 대한 동기화 중 실행 일정 - 데이터 원본과Amazon Kendra 동기화할 빈도를 선택합니

다.
g.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8. 필드 매핑

a. 티켓, 티켓 댓글, 티켓 댓글 첨부 파일, 기사, 문서 댓글 첨부, 커뮤니티 주제, 커뮤니티 게시물,
커뮤니티 게시물 댓글의 경우Amazon Kendra 생성된 기본 데이터 소스 필드에서 색인에 매핑
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b. 필드 추가 -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 필드를 추가하여 매핑할 인덱스 필드 이름과 필드 데이터 
유형을 만듭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만들기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합니다. 

You can also choose to edit your information from this page.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추가되면
데이터 소스 페이지에 데이터 소스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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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desk

API

Amazon KendraZendesk에 연결하려면

TemplateConfiguration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스키마의 JSON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 데이터 소스 - 데이터 소스를 로 지정합니다ZENDESK.
• 호스트 URL - 연결 구성 또는 리포지토리 엔드포인트 세부 정보의 일부로 Zendesk 호스트 URL을 제

공합니다. 예: https://yoursubdomain.zendesk.com.
• 유형 - 호출할 때TEMPLATE 유형으로 지정합니다CreateDataSource.
• 보안 Amazon 리소스 이름 (ARN) - Zendesk 계정의 인증 자격 증명이 포함된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비밀은 다음 키와 함께 JSON 구조에 저장됩니다.

{ 
    "hostUrl": "https://yoursubdomain.zendesk.com", 
    "clientId": "kendra", 
    "clientSecret": "Zendesk client secret", 
    "userName": "Zendesk user name", 
    "password": "Zendesk password"
}

Note

자격 증명 및 암호를 정기적으로 새로 고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자체 보안을 위해 필요한 
액세스 수준만 제공하십시오. 데이터 소스 및 커넥터 버전 1.0 및 2.0 (해당하는 경우) 간에 자
격 증명 및 암호를 재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IAM 역할 - 통화RoleArn 시점을CreateDataSource 지정하여Secrets Manager 비밀번호에 액세
스할 권한이 있는IAM 역할을 제공하고 Zendesk 커넥터 및 에 필요한 공개 API를 호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iam-roles.html#iam-roles-ds

You can also add the following optional features:

• Virtual Virtual Private Cloud (VPC)CreateDataSource CrivateVpcConfiguration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p. 379)를 참조하세요.

• 변경 로그 - Zendesk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문서를 색인에서 추가, 업데이트 또
는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를Amazon Kendra 결정합니다.

Note

모든 문서를 스캔하지Amazon Kendra 않으려면 변경 로그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로그가 크
면 변경 로그를 처리하는 것보다 Zendesk 데이터 원본의 문서를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Amazon Kendra 짧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Zendesk 데이터 소스를 색인과 동기화하는 경
우 모든 문서가 스캔됩니다.

• 포함 및 제외 필터 - 포함 또는 제외 여부를 지정합니다.
• Support 티켓, 티켓 댓글 및/또는 티켓 댓글 첨부 파일
• 헬프 센터 문서, 문서 첨부, 문서 댓글
• 가이드 커뮤니티 주제, 게시물 또는 게시물 댓글

• Note

대부분의 데이터 소스는 필터라고 하는 포함 또는 제외 패턴인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합니
다. 포함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포함 필터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덱싱됩니다. 포함 필터와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색인화되지 않습니다. 포함 및 제외 필터를 지정하는 경우 제외 필터와 
일치하는 문서는 포함 필터와 일치하더라도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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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

• 필드 매핑 - Zendesk 데이터 원본 필드를Amazon Kendra 색인 필드에 매핑하도록 선택합니다. 자세
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 기본적으로 데이터 원본의Amazon Kendra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크
롤링합니다. ACL 정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
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Zendesk 데이터 원본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참조하세요.

구성해야 할 다른 중요한 JSON 키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Zendesk 템플릿 스키마 (p. 226).

자세히 알아보기
Zendesk 데이터Amazon Kendra 원본과 통합하는

• Amazon Kendra지능형 검색으로 Zendesk의 인사이트를 발견하세요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
데이터 원본의 문서 또는 콘텐츠 필드를 색인의 필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의 부서 정보가 
포함된 “dept”라는 데이터 원본의 필드가 있는 경우 이를 “Department”라는 색인 필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를 쿼리할 때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준 또는 예약된 필드를 매핑할 수도_created_at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에 “creation_date”라
는 필드가 있는 경우 이 필드를 라는 동일한Amazon Kendra 예약 필드에 매핑할 수_created_at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드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드 매핑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알프레스코
• 데이터베이스
• Amazon FSx
• Amazon WorkDocs
• Box(상자)
• Confluence
• 드롭박스
• GitHub
• Google 워크스페이스 드라이브
• Gmail
• 지라
• Microsoft Exchange
• 마이크로소프트 OneDrive
• 마이크로소프트 SharePoint
• Microsoft Teams
• Microsoft Yammer
• 경구
• Salesforce
• ServiceNow
• Slack
• Ze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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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S3 버킷 또는 S3 데이터 소스에 저장하는 경우 메타데이터 파일을 사용하여 직접 사용자 지정 속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지정 문서 필드 만들기 (p. 107)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원본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덱스 만들기 (p. 96)을 참조하세요.
2. 색인을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지정 필드를 추가합니다.
3. 데이터 원본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데이터 원본을 생성합니다.

색인을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지정 필드를 추가하려면 콘솔 또는UpdateIndex (p. 826) API를 사용하십시오. 
색인에 총 500개의 사용자 지정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데이터 원본 필드를 예약된 필드 이름 중 하나에 매핑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드에 매핑
되는 새 인덱스 필드를 만들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열의 
이름이 예약된 필드의 이름과 일치하면 필드와 열이 자동으로 매핑됩니다.

UpdateIndexAPI를 사용하면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필드와 예약 필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JSON 예제에서는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인덱스에 “Department”라는 필드를 
추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 
   { 
       "Name": "Department", 
       "Type": "STRING_VALUE" 
   }
]

필드를 생성할 때 필드가 검색에 사용되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isplayable - 쿼리 응답에서 필드를 반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 Facetable - 필드를 사용하여 면을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값은 false입니다.
• 검색 가능 - 필드가 검색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문자열 필드의 경우 true이고 숫자 

및 날짜 필드의 경우 false입니다.
• 정렬 가능 - 쿼리의 응답을 정렬하는 데 필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날짜, 숫자 및 문자열 필드에

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목록 필드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JSON 예제에서는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인덱스에 “Department”라는 필드를 
추가하고 이를 패싯 테이블로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 
   { 
       "Name": "Department", 
       "Type": "STRING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 
   }
]

Amazon Kendra 내장 문서 필드 사용
UpdateIndex API를 사용하면 예약된 필드 이름을 사용하거
나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지정하여 해당 문서 속성 또는 문서 필드에 매핑할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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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필드 또는 빌트인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사용자 정의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
터 원본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데이터 원본 문서 필드를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필드 매핑이 포함됩니다. 필드를 만들 때 필드를 표시 가능, 패싯 가능, 검색 가능 및 정렬 가능으로 설정하도
록Search 개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관련성 향상 기간, 최신성, 중요도, 순위 순서 및 중요도 값을 
설정하도록Relevance 개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드를 만든 후에는 필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mazon Kendra에는 다음과 같은 예약 또는 내장 문서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_authors—문서 내용에 책임이 있는 한 명 이상의 작성자 목록.
• _category—문서를 특정 그룹에 배치하는 범주입니다.
• _created_at—문서가 생성된 날짜와 시간으로, ISO 8601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30:10+01:00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_data_source_id—문서가 포함된 데이터 소스의 식별자입니다.
• _document_body—문서의 내용.
• _document_id—문서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 _document_title—문서의 제목입니다.
• _excerpt_page_number—문서 발췌문이 나타나는 PDF 파일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색인이 2020년 9월 

8일 이전에 생성된 경우 이 속성을 사용하려면 먼저 문서의 색인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 _faq_id—FAQ 질문 및 답변인 경우 해당 질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 _file_type—pdf 또는 doc과 같은 문서의 파일 유형입니다.
• _last_updated_at—문서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와 시간으로, ISO 8601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30:10+01:00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 _source_uri—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URI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웹 사이트에 있는 문서의 URI.
• _version—문서의 특정 버전에 대한 식별자입니다.
• _view_count—문서를 본 횟수입니다.
• _language_code(문자열) - 문서에 적용되는 언어의 코드입니다. 언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언어는 영

어로 기본 설정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필드의 경우 예약 또는 내장 필드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UpdateIndex API를 사용하
여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이러한 필드를 만듭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에 적합한 데
이터 유형을 설정해야 합니다. 필드를 만든 후에는 필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지정 필드에 설정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날짜
• 숫자
• 문자열
• 문자열 목록

콘솔이나 UpdateIndex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든 후에
는 예약된 필드와 마찬가지로 이 필드를 문서 속성에 매핑합니다.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에 문서를 추가한 경우 API를 사용하여 속성을 매핑합니다. Amazon S3데이터 소스에서 인덱싱된 문서의 경
우 문서 특성을 설명하는 JSON 구조가 포함된 메타데이터 파일을 사용하여 속성을 매핑합니다. 필드 매핑을 
허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소스로 인덱싱된 문서의 경우 콘솔이나 데이터 소스 구성을 사용하여 속
성을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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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
여러 언어로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지정하지 않으면 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문서를
Amazon Kendra 인덱싱합니다. 문서 메타데이터에 문서의 언어 코드를 필드로 포함합니다. 문서 필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_language_code 필드 매핑 및 사용자 지정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호출할 때 데이터 원본의 모든 문서에 대한 언어 코드를 지정할 수 CreateDataSource있습니다. 문서의 메타
데이터 필드에 언어 코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문서는 데이터 원본 수준에서 모든 문서에 대해 지정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여 인덱싱됩니다. 콘솔에서는 데이터 소스 수준에서만 지원되는 언어로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한 다음 데이터 원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드롭다운 언어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언어로 문서를 검색하거나 쿼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언어로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언어 및 해당 코드가 지원됩니다 (영어 또는en 언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됨). 이 표에
는 전체 시맨틱 검색을Amazon Kendra 지원하는 언어와 단순 키워드 일치만 지원하는 언어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전체 시맨틱 검색을 지원하는 언어는 다음 표에서 별표로 표시되고 굵은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전체 시
맨틱 검색에서는 영어 (기본 언어) 도 지원됩니다.

언어 이름 언어 코드

아랍어 ar

아르메니아 사람 hy

바스크 사람 eu

벵골어 bn

불가리아어 bg

카탈루냐어 ca

중국어 — 간체 및 번체* zh

체코어 cs

덴마크어 da

네덜란드어 nl

핀란드어 fi

프랑스어 — 프랑스어 포함 (캐나다) * fr

갈리시아어 gl

독일어* de

그리스어 el

힌디어 hi

헝가리어 hu

인도네시아어 id

아일랜드어 ga

이탈리아어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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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이름 언어 코드

일본어* ja

한국어* ko

라트비아어 lv

리투아니아어 lt

노르웨이어 no

페르시아어 fa

포르투갈어 pt

포르투갈어 (브라질) * pt-BR

루마니아어 ro

러시아어 ru

소라니 ckb

스페인어 — 스페인어 포함 (멕시코) * es

스웨덴어 sv

터키어 tr

*해당 언어에 대해 시맨틱 검색이 지원됩니다.

시맨틱 검색을 지원하는 언어의 경우 다음 기능이 지원됩니다.

• 단순한 키워드 매칭을 넘어선 문서 관련성
• 단순한 키워드 매칭을 넘어선 FAQ
• Amazon Kendra의 독해력을 바탕으로 문서에서 답을 추출합니다.
• 검색 결과의 신뢰도 버킷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시맨틱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 문서 관련성 및 FAQ에 대한 단순 키워드 매칭이 지원됩니다.

동의어 (사용자 지정 동의어 포함), 점진적 학습 및 피드백, 쿼리 제안은 영어 (기본 언어) 에만 지원됩니다.

Amazon KendraVPC를 사용하도록 구성
Amazon Kendra사설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콘텐츠를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인덱싱하기 위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커넥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를 만들 때는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서브넷의 보안 그룹 및 서브넷 식별자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안전하게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elastic network interface 만듭니다.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에서 실행되지 않는 경우 가상 사설망 (VPN) 을Amazon VPC 사용하여 데
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Amazon VPC Amazon 계정을 생성하면 기본 VPC를 받
게 됩니다. VPN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VPN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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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 사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속한 서브넷의 식별자와 서브넷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보안 그룹
의 식별자를Amazon KendraAmazon Kendra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MySQL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 그룹이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호스트의 포트 3306에 액세스할 수Amazon Kendra 있
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VPC 구성에서는 프라이빗 서브넷만 사용하십시오. RDS 인스턴스가 VPC
의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경우 해당 서브넷을 직접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대신 퍼블릭 서브넷의 NAT 게이트웨이에 대한 아웃바운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설 서브넷을 생
성합니다.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VPC 구성할 때 해당 프라이빗 서브넷을 지정하세요. VPC로 구
성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의 경우 서브넷은 다음 가용 영역 ID 중 하나에 있어야 합니다.

• 미국 서부 (오리건).
• 미국 동부 (버니지아 동부 (버니지아 동부 (버니지아 동부 (버니지아 동부 (버니지아 동부 (버니지아 동부 

(버니지아 북부)
• EU (아일랜드) —euw1-az1, uw1-az1-az1, euw1-az1, euw1-1-az1, euw1-1-az1, uw1-1-az1

서브넷 및 보안 그룹의 식별자는Amazon VPC 제어판에서 구성됩니다. 식별자를 보려면 다음과 같이
Amazon VPC 콘솔을 여십시오.

서브넷 식별자를 보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
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Subnets] 를 선택합니다.
3. 서브넷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포함된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4. 설명 탭에서 서브넷 ID 필드에 식별자를 기록해 둡니다.

보안 그룹 식별자를 보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
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Security Groups]를 선택합니다.
3. 보안 그룹 목록에서 식별자로 사용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4. 설명 탭에서 그룹 ID 필드에 식별자를 기록해 둡니다.

둘 이상의 서브넷 간 연결을Amazon Kendra 라우팅해야 하는 경우 여러 서브넷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포함된 서브넷의 IP 주소가 부족할 경우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있는 서브넷에 연
결하고 연결을 첫 번째 서브넷으로 라우팅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여러 서브넷을 나열하는 경우 해
당 서브넷은 서로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서브넷은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 (네트워크 주소 변환기) 를 사
용하여 아웃바운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라우팅 테이블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 보안 그룹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을 결합하여 연결 구성에서 지정한 데이터 소스 또는 데이터
베이스Amazon Kendra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VPC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다음 예제는 VPC 실행 중인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본 VPC
로 시작하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미 VPC가 있는 경우 표시된 대로 구성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 새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대신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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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VPC 구성 (p. 381)
• 2단계: 보안 구성 (p. 381)
• 3단계: 데이터베이스 생성 (p. 381)
• 4단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커넥터 생성 (p. 382)

1단계: VPC 구성
프라이빗 서브넷과 해당 서브넷에서 실행되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Amazon Kendra 수 있는 보
안 그룹이 있도록 VPC를 구성합니다. VPC 구성에서 제공되는 서브넷은 미국 서부 (버니지아 북부), 유럽 (아
일랜드) 에 있어야 합니다.

VPC를 구성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
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라우팅 테이블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이름 태그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Private subnet route table. VPC 필드에서 VPC 선택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닫기를 선택하여 라우팅 테이블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4. 탐색 창에서 NAT 게이트웨이를 선택한 다음 NAT 게이트웨이 생성을 선택합니다.
5. Subnet 필드에서 퍼블릭 서브넷인 서브넷을 선택하고 서브넷 ID를 기록해 둡니다.
6. 엘라스틱 IP 주소가 없는 경우 [새 EIP 생성] 을 선택하고 [NAT 게이트웨이 생성] 을 선택한 다음 [Close] 

를 선택합니다.
7. 탐색 창에서 [Routing Tables] 를 선택합니다.
8. 라우팅 테이블 목록에서 3단계에서 만든 프라이빗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작업에서 경로 

편집을 선택합니다.
9. 라우팅 추가(Add route)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으로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허용하려면 대상 0.0.0.0/0을 

추가합니다. Target에서 NAT 게이트웨이를 선택한 다음 4단계에서 생성한 게이트웨이를 선택합니다.
Save routes(라우팅 저장)를 선택한 후 닫기를 선택합니다.

10. 작업에서 서브넷 연결 편집을 선택합니다.
11. 비공개로 사용하려는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메모한 NAT 게이트웨이가 있는 서브넷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2단계: 보안 구성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그룹을 구성합니다.

보안 그룹 생성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
솔을 엽니다.

2. VPC 대한 설명에서 IPv4 CIDR을 기록해 두십시오.
3. 탐색 창에서 [보안 그룹] 을 선택한 다음 [보안 그룹 생성] 을 선택합니다.
4. 보안 그룹 이름에 를 입력합니다DataSourceInboundSecurityGroup. 설명을 입력한 다음 목록에서 

VPC 선택합니다. 생성을 선택한 후 닫기를 선택합니다.
5. 인바운드 탭을 선택합니다.
6. 규칙 편집을 선택한 다음 규칙 추가를 선택합니다.
7.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포트 범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MySQL의 경우3306, HTTPS의 

경우 그렇습니다443. 소스에 VPC의 Classless Inter-Domain Routing (CIDR) 을 입력합니다. 규칙 저
장을 선택한 다음 닫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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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그룹을 사용하면 VPC 내의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대한 아웃바운
드 연결이 허용됩니다.

3단계: 데이터베이스 생성
문서를 보관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지원하
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다음을 사용하여 My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콘
솔)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Amazon RDS.

4단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커넥터 생성
VPC를 구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VPC, VPC에서 생성한 프라이빗 서브넷, VPC 생성한 보안 그룹을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다음을 사용하여 My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콘솔)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Amazon 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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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및 데이터 원본 삭제
Note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려면 단원을 참조하세요데이터 원본 삭제 (p. 383).

색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Amazon Kendra 때 색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색인을 삭제합니다.

• 더 이상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AWS 계정에 청구되는 요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Amazon Kendra인덱스에 
대한 쿼리를 수행하든 그렇지 않든 인덱스가 실행되는 동안 요금이 발생합니다.

• 의 다른 에디션에 맞게 색인을 재구성하려고Amazon Kendra 합니다. 기존 색인을 삭제한 다음 다른 에디
션으로 새 색인을 생성합니다.

• 계정의 최대 색인 수에 도달했으며 할당량을 초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색인을 삭제하고 새 색인을 추
가합니다. 생성할 수 있는 최대 색인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할당량 (p. 560).

색인을 삭제하려면 콘솔,AWS CloudFormation 스크립트 또는DeleteIndex API를 사용하십시오.AWS 
Command Line Interface 색인을 삭제하면 색인과 모든 관련 데이터 원본 및 문서 데이터가 제거됩니다. 색인
을 삭제해도 스토리지에서 원본 문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색인을 삭제하려면 (콘솔)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Indexes를 선택한 다음 삭제할 색인을 선택합니다.
3. 삭제를 선택하여 선택한 색인을 삭제합니다.

인덱스를 삭제하려면 (CLI)

• AWS CLI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리눅스 및 macOS용으로 포맷되어 있습니다. 
Windows를 사용하는 경우 Unix 줄 연속 문자 (\) 를 캐럿 기호 (^) 로 바꾸십시오.

aws kendra delete-index \ 
   --id index-id

인덱스 삭제는 비동기식 작업입니다. 색인 삭제를 시작하면 색인 상태가 로 바뀝니다DELETING. 인덱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제거될 때까지DELETING 상태가 유지됩니다. 인덱스가 삭제되면ListIndices (p. 764)
API 호출 결과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색인의 식별자를 사용하여DescribeIndex (p. 705) API
를 호출하면ResourceNotFound 예외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원본 삭제
데이터 원본에 포함된 정보를Amazon Kendra 색인에서 제거하려는 경우 데이터 원본을 삭제합니다. 예를 들
어 다음과 같은 경우 데이터 원본을 삭제합니다.

• 데이터 원본이 잘못 구성되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고 데이터 원본 삭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다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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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데이터 소스에서 다른 데이터 소스로 문서를 마이그레이션했습니다. 원본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고 새 
위치에 다시 생성합니다.

• 인덱스의 데이터 원본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기존 데이터 원본 중 하나를 삭제하고 새 데이터 원본을 추가
합니다.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 원본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할당량 (p. 560).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려면 콘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DeleteDataSource API 또는
AWS CloudFormation 스크립트를 사용하십시오.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면 색인에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모
든 정보가 제거됩니다. 데이터 원본 동기화만 중지하려면 데이터 원본의 동기화 일정을 “Run on demand”로 
변경하십시오.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려면 (콘솔)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Indexes를 선택한 다음 삭제할 데이터 원본을 포함하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데이터 원본(Data sources)을 선택합니다.
4. 제거할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5. 삭제를 선택하여 데이터 원본을 삭제합니다.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려면 (CLI)

• AWS Command Line Interface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리눅스 및 macOS용으로 포맷되
어 있습니다. Windows를 사용하는 경우 Unix 줄 연속 문자 (\) 를 캐럿 기호 (^) 로 바꾸십시오.

aws kendra delete-data-source \ 
   --id data-source-id \ 
   --index-id index-id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면 데이터 원본에 대해 저장된 모든 정보가Amazon Kendra 제거됩니다. Amazon 
Kendra색인에 저장된 모든 문서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와 관련된 모든 실행 기록 및 지표를 제거합니다. 데이
터 원본을 삭제해도 스토리지에서 원본 문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는 것은 비동기식 작업입니다. 데이터 원본 삭제를 시작하면 데이터 원본 상태가 로 변
경됩니다DELETING. 데이터 원본과 관련된 정보가 제거될 때까지 해당DELETING 상태로 유지됩니다. 데이
터 소스가 삭제되면ListDataSources (p. 739) API 호출 결과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데이터 
소스의 식별자를 사용하여DescribeDataSource (p. 678) API를 호출하면ResourceNotFound 예외가 발
생합니다.

데이터 소스를Amazon Kendra 삭제하는 동안DescribeIndex API에서 반환한 문서 수에 데이터 소스의 문
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Amazon Kendra 삭제하는 동안 데이터 원본의 문서가 검색 결과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DeleteDataSourceAPI를 호출하거나 콘솔에서 데이터 소스를 삭제하도록 선택하는 즉시 
데이터 소스의 리소스를 릴리스합니다. 데이터 원본 수를 제한 이하로 줄이기 위해 데이터 원본을 삭제하는 
경우 즉시 새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삭제한 다음 문서 데이터에 다른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경우 첫 번째 데이터 원본이 삭제될 때
까지 기다린 다음 새 데이터 원본을 동기화하십시오.

동기화 중인 데이터 원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Amazon Kendra. 동기화가 중지되고 데이터 소스가 제거됩니
다. 데이터 원본이 삭제되는 동안 동기화를 시작하려고 하면Conflict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관련 색인이 해당DELETING 주에 있는 경우 데이터 원본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색인을 삭제하면 색인에 대
한 모든 데이터 원본이 삭제됩니다. 해당 인덱스의 데이터 원본이DELETING 상태에 있는 동안 인덱스 삭제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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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문서를 가리키는 두 개의 데이터 소스 (예: 동일한Amazon S3 버킷을 가리키는 두 개의 데이터 소스) 
가 있는 경우, 데이터 소스 중 하나를 삭제하면 인덱스의 문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데이터 원
본이 동일한 문서를 참조하는 경우 문서 데이터의 복사본 하나만 색인에 저장됩니다. 하나의 데이터 원본
을 제거하면 문서의 색인 데이터가 제거됩니다. 다른 데이터 원본은 문서가 제거되었음을 인식하지Amazon 
Kendra 못하므로 다음에 문서를 동기화할 때 문서를 올바르게 다시 인덱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서 위치
를 가리키는 두 개의 데이터 원본이 있는 경우 두 데이터 원본을 모두 삭제한 다음 하나를 다시 만들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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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중 문서 보강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 콘텐츠 및 문서 메타데이터 데이터, 콘텐츠 및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 콘텐츠 및 문서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중 변경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의 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 기능을 사용하
면 문서를 로 인제스트할 때 문서 속성 및 컨텐츠를 생성, 수정 또는 삭제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즉,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조작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문서를 처리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를 로 인제스트하는 동안 문서 메타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스크럽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에서 Lambda 함수를AWS Lambda 호출하여 이미지에서 OCR (광
학 문자 인식) 을 실행하고, 텍스트에서 변환하고, 검색 또는 분석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기타 작업을 실행하
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수를 호출하여 이미지에서 OCR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함수는 이미지에서 텍스
트를 해석하고 각 이미지를 텍스트 문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고객 설문조사를 받고 이러
한 설문조사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회사는 이러한 이미지를 텍스트 문서로 수집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
다. 그러면 회사는 에서 중요한 고객 설문조사 정보를 검색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기본 작업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첫 번째 구문 분석으로 적용한 다음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더 
복잡한 작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작업을 사용하여 문서 메타데이터 필드 'Customer_ID'에
서 모든 값을 간단히 제거한 다음 Lambda 함수를 적용하여 문서의 텍스트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 작동 방식
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의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원본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문서를 직접 색인화할 때 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을 구성합니다
Amazon Kendra.

2. Amazon Kendra인라인 구성 또는 기본 로직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변경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메타데이터 변경을 위한 기본 작업” (p. 387)을 참조하세요.

3. 고급 데이터 조작을 구성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를 원본 원시 문서 또는 구조화되고 파싱된 문서에 적용할
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Lambda 함수: 메타데이터 또는 콘텐츠 
추출 및 변경” (p. 392)을 참조하세요.

4. 변경된 문서는 에 통합됩니다Amazon Kendra.

이 프로세스의 어느 시점에서든 구성이 유효하지 않으면Amazon Kendra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는 BatchPutDocumentAPI를 CreateDataSource호출할 때 사용자 지정 문서 강화 구성을 제공합니다.
UpdateDataSource 전화를 거는BatchPutDocument 경우 각 요청마다 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을 구성해야 
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색인을 선택한 다음 문서 보강을 선택하여 사용자 지정 문서 강화를 구성합니
다.

콘솔에서 문서 강화를 사용하는 경우 API를 사용하는 것처럼 기본 작업만 구성하거나 Lambda 함수만 구성
하거나 둘 다 구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솔 단계에서 다음을 선택하여 기본 작업을 구성하지 않고 원
본 (추출 전) 또는 구조화된 (추출 후) 데이터에 적용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Lambda 함수만 구성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모든 단계를 완료해야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계를 완료하지 
않으면 문서 구성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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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변경을 위한 기본 작업
기본 로직을 사용하여 문서 필드와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드의 값 제거, 조건을 사용하여 
필드의 값 수정 또는 필드 생성이 포함됩니다. 기본 로직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고급 조작을 
수행하려면 Lambda 함수를 호출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Lambda 함수: 메타데이터 또는 
콘텐츠 추출 및 변경” (p. 392)을 참조하세요.

기본 로직을 적용하려면 DocumentAttributeTarget객체를 사용하여 조작하려는 대상 필드를 지정합니다. 속
성 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Dement'는 문서와 연결된 모든 부서 이름을 포함시키는 필드나 속성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대상 필드에 사용할 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DocumentAttributeCondition객
체를 사용하여 조건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Source_URI' 필드의 URI 값에 'financial'이 포함된 경우 대상 
필드인 'Dement'를 문서의 대상 값 'Finance'로 미리 채우는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상 문서 속성 값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기본 로직을 적용하려면 색인을 선택한 다음 탐색 메뉴에서 문서 강화를 선택합니다. 기본 
작업 구성으로 이동하여 문서 필드 및 콘텐츠에 기본 조작을 적용하세요.

다음은 기본 로직을 사용하여 
'Customeromanero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ero

예 1: 문서와 관련된 고객 식별 번호 제거

기본 조작이 적용되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문서_ID 본문_텍스트 고객_ID

1 로렘 입섬. CID1234

2 로렘 입섬. CID1235

3 로렘 입섬. CID1236

기본 조작이 적용된 후의 데이터.

문서_ID 본문_텍스트 고객_ID

1 로렘 입섬.

2 로렘 입섬.

3 로렘 입섬.

다음은 기본 논리를 사용하여 'Department'라는 필드를 만들고 'Source_URI' 필드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 필
드를 부서 이름으로 미리 채우는 예제입니다. 'Source_URI' 필드의 URI 값에 'financial'이 포함된 경우 대상 
필드인 'Dement'를 문서의 대상 값 'Finance'로 미리 채우는 조건을 사용합니다.

예 2: '부서' 필드를 만들고 조건을 사용하여 문서와 관련된 부서 이름으로 미리 채웁니다.

기본 조작이 적용되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문서_ID 본문_텍스트 소스_URI

1 로렘 입섬. financi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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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_ID 본문_텍스트 소스_URI

2 로렘 입섬. financial/2

3 로렘 입섬. financial/3

기본 조작이 적용된 후의 데이터.

문서_ID 본문_텍스트 소스_URI 부서

1 로렘 입섬. financial/1 재무

2 로렘 입섬. financial/2 재무

3 로렘 입섬. financial/3 재무

Note

Amazon Kendra아직 인덱스 필드로 생성되지 않은 대상 문서 Avil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able 인덱스 필
드를 만든 후 를 사용하여 문서 필드를 생성할 수DocumentAttributeTarget 있습니다. Amazon 
Kendra그런 다음 새로 생성된 문서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합니다.

다음 코드는 문서와 관련된 고객 식별 번호를 제거하도록 기본 데이터 조작을 구성하는 예제입니다.

Console

기본 데이터 조작을 구성하여 고객 식별 번호를 제거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문서 보강을 선택한 다음 문서 보강 추가를 선택합니다.
2. 기본 작업 구성 페이지의 드롭다운에서 문서 필드 및 콘텐츠를 변경하려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

다. 그런 다음 드롭다운에서 문서 필드 이름 'Customer_ID'를 선택하고 드롭다운에서 인덱스 필드 
이름 'Customer_ID'를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에서 대상 작업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 작
업 추가를 선택합니다.

CLI

기본 데이터 조작을 구성하여 고객 식별 번호를 제거하려면

aws kendra create-data-source \ 
 --name data-source-name \ 
 --index-id index-id \ 
 --role-arn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type S3 \ 
 --configuration '{"S3Configuration":{"BucketName":"S3-bucket-name"}}'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InlineConfigurations":[{"Target":
{"TargetDocumentAttributeKey":"Customer_ID", "TargetDocumentAttributeValueDeletion": 
 true}}]}' 

Python

기본 데이터 조작을 구성하여 고객 식별 번호를 제거하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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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reate a data source with customizations")  
  
#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name = "data-source-name"  
# Provide the index ID for the data source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data sources  
role_arn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Provide the data source connection information  
data_source_type = "S3"  
S3_bucket_name = "S3-bucket-name"  
# Configure the data source with Custom Document Enrichment  
configuration = {"S3Configuration":  
        {  
            "BucketName": S3_bucket_name  
        }  
    }  
custom_document_enrichment_configuration = {"InlineConfigurations":[  
        {  
            "Target":{"TargetDocumentAttributeKey":"Customer_ID",  
                       "TargetDocumentAttributeValueDeletion": True}  
        }]  
    }  
  
try:  
    data_source_response = kendra.create_data_source(  
        Name = name,  
        IndexId = index_id,  
        RoleArn = role_arn,  
        Type = data_source_type  
        Configuration = configuration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 
 custom_document_enrichment_configuration  
    )  
  
    pprint.pprint(data_source_response)  
  
    data_source_id = data_source_response["Id"]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data source with your 
 customizations.")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data source, such as the status  
        data_source_description = kendra.describe_data_source(  
            Id = data_source_id,  
            IndexId = index_id  
        )  
        status = data_source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data source.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CREATING":  
            break  
  
    print("Synchronize the data source.")  
  
    sync_response = kendra.start_data_source_sync_job(  
        Id = data_source_id,  
        IndexId = index_id  
    )  
  
    pprint.pprint(sync_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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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Wait for the data source to sync with the index.")  
  
    while True:  
  
        jobs = kendra.list_data_source_sync_jobs(  
            Id= data_source_id,  
            IndexId= index_id  
        )  
  
        # For this example, there should be one job  
        status = jobs["History"][0]["Status"]  
  
        print(" Syncing data source.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SYNCING":  
            break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기본 데이터 조작을 구성하여 고객 식별 번호를 제거하려면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java.util.concurrent.TimeUni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DataSourc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DataSourc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Index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Index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Configuration;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yncJob;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yncJob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Typ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DataSourc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DataSourc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Index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Index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Index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3DataSourceConfiguration;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public class CreateDataSourceWithCustomizations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System.out.println("Create a data source with customizations"); 
         
        String dataSourceName = "data-source-name"; 
        String indexId = "index-id"; 
        String dataSourceRoleArn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String s3BucketName = "S3-bucket-name"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CreateDataSourceRequest createDataSourceRequest = CreateDataSourceRequest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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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dataSourceName) 
            .description(experienceDescription) 
            .roleArn(experienceRoleArn) 
            .type(DataSourceType.S3) 
            .configuration( 
                DataSourceConfiguration 
                    .builder() 
                    .s3Configuration( 
                        S3DataSourceConfiguration 
                            .builder() 
                            .bucketName(s3BucketName) 
                            .build() 
                    ).build()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builder() 
                    .inlineConfigurations(Arrays.asList( 
                        Inline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builder() 
                            .target( 
                                DocumentAttributeTarget 
                                    .builder() 
                                    .targetDocumentAttributeKey("Customer_ID") 
                                    .targetDocumentAttributeValueDeletion(true) 
                                    .build()) 
                            .build() 
                    )).build(); 
         
        CreateDataSourceResponse createDataSourceResponse = 
 kendra.createDataSource(createDataSource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Response of creating data source: %s", 
 createDataSourceResponse)); 

        String dataSourceId = createDataSourceResponse.i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for Kendra to create the data source 
 %s", dataSourceId)); 
        DescribeDataSourceRequest describeDataSourceRequest = DescribeDataSource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while (true) { 
            DescribeDataSourceResponse describeDataSourceResponse = 
 kendra.describeDataSource(describeDataSourceRequest); 

            DataSourceStatus status = describeDataSourceResponse.status(); 
            System.out.println(String.format("Creating data source. Status: %s", 
 status)); 
            TimeUnit.SECONDS.sleep(60); 
            if (status != DataSourceStatus.CREATING) { 
                break; 
            } 
        } 

        System.out.println(String.format("Synchronize the data source %s", 
 dataSourceId));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 
 kendra.startDataSourceSyncJob(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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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for the data 
 source to sync with the index %s for execution ID %s", indexId,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executionId())); 

        // For this example, there should be one job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while (true) {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 
 kendra.listDataSourceSyncJobs(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DataSourceSyncJob job =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history().get(0); 
            System.out.println(String.format("Syncing data source. Status: %s", 
 job.status())); 

            TimeUnit.SECONDS.sleep(60); 
            if (job.status() != DataSourceSyncJobStatus.SYNCING) { 
                break; 
            } 

        } 

        System.out.println("Data source creation with customizations is complete"); 
    }
}

Lambda 함수: 메타데이터 또는 콘텐츠 추출 및 변경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문서 필드와 콘텐츠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로직을 넘어서서 고급 데이
터 조작을 적용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각 이미지를 텍스트 문
서로 취급하는 광학 문자 인식 (OCR)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시간대의 현재 날짜-시간을 검색하
고 날짜 필드의 빈 값이 있는 곳에 날짜-시간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로직을 먼저 적용한 다음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추가로 조작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Lambbbbbbbbbda da valbbbbda Lambda

Amazon KendraLambda 함수를 호출하여 처리 프로세스 중에 고급 데이터 조작을 의 일부로 적용할 수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있습니다. Lambda 함수를 실행하고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하
여 데이터 조작 결과를 저장할 권한이 포함된 역할을 지정합니다. IAM액세스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Kendra원본, 원시 문서 또는 구문 분석된 정형 문서 또는 구문 분석된 정형 문서 또는 구문 분
석된 정형 문서 또는 구문 분석된 정형 문서 또는 구문 분석된 정형 문서 를 사용하여 원본 또는 원시 데
이터를 가져와 데이터 조작을 적용하는 Lambda 함수를 구성할 수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있
습니다. 또한 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문서를 가져와 데이터 조작을 적용하는 Lambda 함수를 구성할 수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있습니다. Amazon Kendra문서 메타데이터와 텍스트를 추출하여 문서를 
구조화합니다. Lambda 함수는 필수 요청 및 응답 구조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Lambda 함수에 대한 데이터 계약” (p. 398)을 참조하세요.

콘솔에서 Lambda 함수를 구성하려면 인덱스를 선택한 다음 탐색 메뉴에서 문서 강화를 선택합니다.
Lambda 함수 구성으로 이동하여 Lambda 함수를 구성합니다.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및 에는 Lambda 함수를 하나만 구성하고 에 대해서는 Lambda 
함수를 하나만 구성할 수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있습니다. 그러나 Lambda val'이 
필요한 다른 Lambbbbbbbbbda alval 둘 다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구성하거나 
둘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중 하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의 Lambda 함수는 실행 시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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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에 대한 Lambda 함수는 실행 시간 1분을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초
과해서는 안 됩니다.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사용자 지정 문서 보강을 구성하면 구성하지 
않을Amazon Kendra 때보다 당연히 문서를 인제스트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Lambda 함수를Amazon Kendra 호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 
날짜/시간 값이 있는 경우 현재 날짜/시간 값을 삽입하는 함수를Amazon Kendra 호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OCR을 실행하여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 텍스트를 
'Document_Image_Text'라는 필드에 저장하는 예제입니다.

예 1: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여 텍스트 문서 만들기

고급 조작이 적용되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문서_ID 문서_이미지

1 image_1.png

2 image_2.png

3 image_3.png

고급 조작이 적용된 후의 데이터.

문서_ID 문서_이미지 문서_이미지_텍스트

1 image_1.png 우편으로 발송된 설문조사 응답

2 image_2.png 우편으로 발송된 설문조사 응답

3 image_3.png 우편으로 발송된 설문조사 응답

다음은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빈 날짜 값에 현재 날짜-시간을 삽입하는 예제입니다. 날짜 필드 값이 
'null'인 경우 이를 현재 날짜-시간으로 대체하는 조건을 사용합니다.

예 2: Last_Updated 필드의 빈 값을 현재 날짜-시간으로 바꾸기

고급 조작이 적용되기 전의 데이터입니다.

문서_ID 본문_텍스트 최근_업데이트

1 로렘 입섬. 2020년 1월 1일

2 로렘 입섬.

3 로렘 입섬. 2020년 7월 1일

고급 조작이 적용된 후의 데이터.

문서_ID 본문_텍스트 최근_업데이트

1 로렘 입섬. 2020년 1월 1일

2 로렘 입섬. 202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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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_ID 본문_텍스트 최근_업데이트

3 로렘 입섬. 2020년 7월 1일

다음 코드는 원본 원시 데이터에 대한 고급 데이터 조작을 위해 Lambda 함수를 구성하는 예제입니다.

Console

원본 원시 데이터에 대한 고급 데이터 조작을 위한 Lambda 함수를 구성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문서 보강을 선택한 다음 문서 보강 추가를 선택합니다.
2. Lambda 함수 구성 페이지의 사전 추출을 위한 Lambda 섹션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Lambda 함수 

ARN과Amazon S3 버킷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에서 새 역할을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하여IAM 액
세스 역할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 보강을 만드는 데 필요한Amazon Kendra 권한이 생성됩
니다.

CLI

원본 원시 데이터에 대한 고급 데이터 조작을 위한 Lambda 함수를 구성하려면

aws kendra create-data-source \ 
 --name data-source-name \ 
 --index-id index-id \ 
 --role-arn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type S3 \ 
 --configuration '{"S3Configuration":{"BucketName":"S3-bucket-name"}}'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LambdaArn":"arn:aws:iam::account-id:function/function-name", "S3Bucket":"S3-bucket-
name"}, "RoleArn": "arn:aws:iam:account-id:role/cde-role-name"}'

Python

원본 원시 데이터에 대한 고급 데이터 조작을 위한 Lambda 함수를 구성하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reate a data source with customizations.")  
  
# Provide the name of the data source  
name = "data-source-name"  
# Provide the index ID for the data source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data sources  
role_arn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Provide the data source connection information  
data_source_type = "S3"  
S3_bucket_name = "S3-bucket-name"  
# Configure the data source with Custom Document Enrichment  
configuration = {"S3Configuration":  
        {  
            "BucketName": S3_bucket_name  
        }  
    }  
custom_document_enrichment_configuration =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394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Lambda 함수: 메타데이터 또는 콘텐츠 추출 및 변경

        {  
            "LambdaArn":"arn:aws:iam::account-id:function/function-name",  
            "S3Bucket":"S3-bucket-name"  
        }  
    "RoleArn":"arn:aws:iam::account-id:role/cde-role-name"  
    }  
  
try:  
    data_source_response = kendra.create_data_source(  
        Name = name,  
        IndexId = index_id,  
        RoleArn = role_arn,  
        Type = data_source_type  
        Configuration = configuration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 
 custom_document_enrichment_configuration  
    )  
  
    pprint.pprint(data_source_response)  
  
    data_source_id = data_source_response["Id"]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data source with your 
 customizations.")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data source, such as the status  
        data_source_description = kendra.describe_data_source(  
            Id = data_source_id,  
            IndexId = index_id  
        )  
        status = data_source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data source.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CREATING":  
            break  
  
    print("Synchronize the data source.")  
  
    sync_response = kendra.start_data_source_sync_job(  
        Id = data_source_id,  
        IndexId = index_id  
    )  
  
    pprint.pprint(sync_response)  
  
    print("Wait for the data source to sync with the index.")  
  
    while True:  
  
        jobs = kendra.list_data_source_sync_jobs(  
            Id = data_source_id,  
            IndexId = index_id  
        )  
  
        # For this example, there should be one job  
        status = jobs["History"][0]["Status"]  
  
        print(" Syncing data source.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SYNCING":  
            break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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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Program ends.") 

Java

원본 원시 데이터에 대한 고급 데이터 조작을 위한 Lambda 함수를 구성하려면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java.util.concurrent.TimeUni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DataSourc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DataSourc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Index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Index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Configuration;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yncJob;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SyncJob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ataSourceTyp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DataSourc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DataSourc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Index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Index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Index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3DataSourceConfiguration;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public class CreateDataSourceWithCustomizations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System.out.println("Create a data source with customizations"); 
         
        String dataSourceName = "data-source-name"; 
        String indexId = "index-id"; 
        String dataSourceRoleArn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String s3BucketName = "S3-bucket-name"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CreateDataSourceRequest createDataSourceRequest = CreateDataSourceRequest 
            .builder() 
            .name(dataSourceName) 
            .description(experienceDescription) 
            .roleArn(experienceRoleArn) 
            .type(DataSourceType.S3) 
            .configuration( 
                DataSourceConfiguration 
                    .builder() 
                    .s3Configuration( 
                        S3DataSourceConfiguration 
                            .builder() 
                            .bucketName(s3BucketName) 
                            .build() 
                    ).build()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builder()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HookConfiguration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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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bdaArn("arn:aws:iam::account-id:function/function-
name") 
                            .s3Bucket("S3-bucket-name") 
                            .build()) 
                    .roleArn("arn:aws:iam::account-id:role/cde-role-name") 
                    .build(); 
         
        CreateDataSourceResponse createDataSourceResponse = 
 kendra.createDataSource(createDataSource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Response of creating data source: %s", 
 createDataSourceResponse)); 

        String dataSourceId = createDataSourceResponse.i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for Kendra to create the data source 
 %s", dataSourceId)); 
        DescribeDataSourceRequest describeDataSourceRequest = DescribeDataSource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while (true) { 
            DescribeDataSourceResponse describeDataSourceResponse = 
 kendra.describeDataSource(describeDataSourceRequest); 

            DataSourceStatus status = describeDataSourceResponse.status(); 
            System.out.println(String.format("Creating data source. Status: %s", 
 status)); 
            TimeUnit.SECONDS.sleep(60); 
            if (status != DataSourceStatus.CREATING) { 
                break; 
            } 
        } 

        System.out.println(String.format("Synchronize the data source %s", 
 dataSourceId));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 
 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 = 
 kendra.startDataSourceSyncJob(startDataSourceSyncJob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for the data 
 source to sync with the index %s for execution ID %s", indexId, 
 startDataSourceSyncJobResponse.executionId())); 

        // For this example, there should be one job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 
 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d(dataSourceId) 
            .build(); 

        while (true) {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 = 
 kendra.listDataSourceSyncJobs(listDataSourceSyncJobsRequest); 
            DataSourceSyncJob job = listDataSourceSyncJobsResponse.history().get(0); 
            System.out.println(String.format("Syncing data source. Status: %s", 
 job.status())); 

            TimeUnit.SECONDS.sleep(60); 
            if (job.status() != DataSourceSyncJobStatus.SYNCING) {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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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ystem.out.println("Data source creation with customizations is complete"); 
    }
}

Lambda 함수에 대한 데이터 계약
고급 데이터 조작을 위한 Lambda 함수는Amazon Kendra 데이터 계약과 상호 작용합니다. 계약은 Lambda 
함수의 필수 요청 및 응답 구조입니다. Lambda 함수가 이러한 구조를 따르지 않는 경우Amazon Kendra 오
류가 발생합니다.

의 Lambda 함수에는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다음과 같은 요청 구조가 필요합니다.

{ 
    "version": <str>, 
    "dataBlobStringEncodedInBase64": <str>, //In the case of a data blob 
    "s3Bucket": <str>, //In the case of an S3 bucket 
    "s3ObjectKey": <str>, //In the case of an S3 bucket 
    "metadata": <Metadata>
}

metadata구조를 포함하는CustomerDocumentAttribute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ttributes": [<CustomerDocumentAttribute<]
}

CustomerDocumentAttribute
{ 
    "name": <str>, 
    "value": <CustomerDocumentAttributeValue>
}

Customer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str>, 
    "integerValue": <int>, 
    "longValue": <long>, 
    "stringListValue": list<str>, 
    "dateValue": <str>
}

의 Lambda 함수는 다음 응답 구조를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준수해야 합니다.

{ 
    "version": <str>, 
    "dataBlobStringEncodedInBase64": <str>, //In the case of a data blob 
    "s3ObjectKey": <str>, //In the case of an S3 bucket 
    "metadataUpdates": [<CustomDocumentAttribute>]
}

의 Lambda 함수에는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다음과 같은 요청 구조가 필요합니다.

{ 
    "version": <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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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Bucket": <str>, 
    "s3ObjectKey": <str>, 
    "metadata": <Metadata>
}

의 Lambda 함수는 다음 응답 구조를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준수해야 합니다.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Lambda Response
{ 
    "version": <str>, 
    "s3ObjectKey": <str>, 
    "metadataUpdates": [<CustomDocumentAttribute>]
}

변경된 문서가Amazon S3 버킷에 업로드됩니다. 변경된 문서는 에 표시된 형식을 따라야the section called 
“구조화된 문서 형식” (p. 399) 합니다.

구조화된 문서 형식
Amazon Kendra구조화된 문서를 지정된Amazon S3 버킷에 업로드합니다. 구조화된 문서는 다음 형식을 따
릅니다.

Kendra document

{ 
   "textContent": <TextContent>
}

TextContent
{ 
  "documentBodyText": <str>
}

데이터 계약을 준수하는 Lambda 함수의 예
다음 Python 코드는 원시 문서나 원본 문서의 메타데이터 필드_authors 및 본문 콘텐츠에 대한 고급 조작
을 적용하는 Lambda 함수의 예입니다._document_title

본문 내용물이Amazon S3 버킷에 있는 경우

import json  
import boto3  
       
s3 = boto3.client("s3")  
  
# Lambda function for advanced data manipulation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 Get the value of "S3Bucket" key name or item from the given event input  
    s3_bucket = event.get("s3Bucket")  
    # Get the value of "S3ObjectKey" key name or item from the given event input  
    s3_object_key = event.get("s3ObjectKey")  
      
    content_object_before_CDE = s3.get_object(Bucket = s3_bucket, Key = s3_object_key)  
    content_before_CDE = content_object_before_CDE["Body"].read().decode("utf-8");  
    content_after_CDE = "CDEInvolved " + content_before_CDE  
      
    # Get the value of "metadata" key name or item from the given event input  
    metadata = event.get("metadata")  
    # Get the document "attributes" from the m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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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_attributes = metadata.get("attributes")  
      
    s3.put_object(Bucket = s3_bucket, Key = "dummy_updated_kendra_document", 
 Body=json.dumps(content_after_CDE))  
    return {  
        "version": "v0",  
        "s3ObjectKey": "dummy_updated_kendra_document",  
        "metadataUpdates": [  
            {"name":"_document_title", "value":
{"stringValue":"title_from_pre_extraction_lambda"}},  
            {"name":"_authors", "value":{"stringListValue":["author1", "author2"]}}  
        ]  
    }

데이터 블롭에 있는 본문 콘텐츠의 경우

import json  
import boto3  
import base64  
  
# Lambda function for advanced data manipulation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 Get the value of "dataBlobStringEncodedInBase64" key name or item from the given 
 event input   
    data_blob_string_encoded_in_base64 = event.get("dataBlobStringEncodedInBase64")  
    # Decode the data blob string in UTF-8  
    data_blob_string = 
 base64.b64decode(data_blob_string_encoded_in_base64).decode("utf-8")  
    # Get the value of "metadata" key name or item from the given event input      
    metadata = event.get("metadata")  
    # Get the document "attributes" from the metadata  
    document_attributes = metadata.get("attributes")  
      
    new_data_blob = "This should be the modified data in the document by pre processing 
 lambda ".encode("utf-8")  
    return {  
        "version": "v0",  
        "dataBlobStringEncodedInBase64": base64.b64encode(new_data_blob).decode("utf-8"),  
        "metadataUpdates": [  
            {"name":"_document_title", "value":
{"stringValue":"title_from_pre_extraction_lambda"}},  
            {"name":"_authors", "value":{"stringListValue":["author1", "author2"]}}  
        ]  
    }

다음 Python 코드는 구조화되거나 파싱된 문서의 메타데이터 필드_authors 및 본문 콘텐츠에 대한 고급 조
작을 적용하는 Lambda 함수의 예입니다._document_title

import json  
import boto3  
import time  
  
s3 = boto3.client("s3")  
  
# Lambda function for advanced data manipulation  
def lambda_handler(event, context):  
      
    # Get the value of "S3Bucket" key name or item from the given event input  
    s3_bucket = event.get("s3Bucket")  
    # Get the value of "S3ObjectKey" key name or item from the given event input  
    s3_key = event.get("s3ObjectKey")  
    # Get the value of "metadata" key name or item from the given even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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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data = event.get("metadata")  
    # Get the document "attributes" from the metadata   
    document_attributes = metadata.get("attributes")  
      
    kendra_document_object = s3.get_object(Bucket = s3_bucket, Key = s3_key)  
    kendra_document_string = kendra_document_object['Body'].read().decode('utf-8')  
    kendra_document = json.loads(kendra_document_string)  
    kendra_document["textContent"]["documentBodyText"] = "Changing document body to a short 
 sentence."  
      
    s3.put_object(Bucket = s3_bucket, Key = "dummy_updated_kendra_document", 
 Body=json.dumps(kendra_document))  
  
    return {  
        "version" : "v0",  
        "s3ObjectKey": "dummy_updated_kendra_document",  
        "metadataUpdates": [  
            {"name": "_document_title", "value":{"stringValue": 
 "title_from_post_extraction_lambda"}},  
            {"name": "_authors", "value":{"stringListValue":["author1", "autho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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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검색
Amazon Kendra색인을 검색하려면 Query API를 사용합니다. QueryAPI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인덱
싱된 문서에 대한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쿼리를 만들고, 필터를 수행하고,Query API에서 받은 
응답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섹션에서는 검색 결과의 품질에 대한 피드백을 제출하는 방법도 보
여줍니다.

색인을 생성한 문서를 검색하려면Amazon Kendra AMAZON을Amazon Lex 사용하십시오. 
KendraSearchIntent.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Amazon Lex 구성하는 예는Amazon Kendra 인덱스용 
FAQ 봇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인덱스 쿼리 (p. 402)
• 색인 찾아보기 (p. 411)
• 추천 검색 결과 (p. 413)
• HTML에 대한 테이블 형식 검색 (p. 415)
• 쿼리 제안 (p. 417)
• 쿼리 맞춤법 확인 프로그램 (p. 425)
• 필터링 및 패싯 검색 (p. 426)
• 사용자 컨텍스트에 따른 필터링 (p. 431)
• 쿼리 응답 및 응답 유형 (p. 443)
• 응답 튜닝 및 정렬 (p. 448)

인덱스 쿼리
색인을 검색할 때 는 문서에 대해 제공한 모든 정보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입력한 검색어와 가장 관련
이 있는 문서를 결정합니다. Amazon Kendra고려 대상 항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의 텍스트입니다.
• 문서의 제목입니다.
• 검색 가능으로 표시한 사용자 지정 텍스트 필드입니다.
• 지정한 날짜 필드는 문서의 “최신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색인에서 관련 문서 세트를 선택하면 검색을 위해 요청한 속성 필터를 기반으로 응답을 필터링합니
다.Amazon Kendra 예를 들어 “부서”라는 사용자 지정 특성이 있는 경우 “legal”라는 부서의 문서만 반환하도
록 응답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정의 필드 또는 속성을 참조하세요.

관련 문서를 찾은 다음 설정한 속성에 따라 필터링하면 결과가Amazon Kendra 반환됩니다. 결과는 각 문서
에 대해Amazon Kendra 결정된 관련성을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결과는 페이지별로 표시되므로 사용자에게 
한 번에 한 페이지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색인을 생성한 문서를 검색하려면Amazon Kendra AMAZON을Amazon Lex 사용하십시오. 
KendraSearchIntent.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Amazon Lex 구성하는 예는Amazon Kendra 인덱스용 
FAQ 봇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Python 예에서는 Query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예제는 검색 결과 유
형 (답변, 문서, 질문/답변) 을 결정하고 답변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쿼리 응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쿼리 응답 및 응답 유형 (p.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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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이 코드를 사용하여 문서 속성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및 패싯 검색 (p. 426)항목에는 다
음 코드를 대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sponse=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사전 조건
이 예제를 실행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권한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역할을 참조하세요.
• AWSCLI를 설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I 설정을 참조하세요.
• 데이터 소스 및 색인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솔에서 시작하기를 참조하세요.

색인 검색 (콘솔)
Amazon Kendra콘솔을 사용하여 색인을 검색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만들고 결과를 볼 수 있습
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색인을 검색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3.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4. 탐색 메뉴에서 색인을 검색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5. 텍스트 상자에 쿼리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6. Amazon Kendra검색 결과를 반환합니다.

인덱스 검색 (SDK)
Python 또는 Java로 색인을 검색하려면

• 다음 예제에서는 인덱스를 검색합니다. 의 값을 검색 쿼리 및/또는query 검색하려는 색인의 색인 식별
자로 변경합니다.index_idindexId

Python

import boto3
import pprint

kendra = boto3.client("kendra")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query text
query = "search-string"

response = 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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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nSearch results for query: " + query + "\n")         

for query_result in response["ResultItems"]: 

    print("-------------------") 
    print("Type: " + str(query_result["Type"])) 
         
    if query_result["Type"]=="ANSWER" or query_result["Type"]=="QUESTION_ANSWER": 
        answer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Text"] 
        print(answer_text) 

    if query_result["Type"]=="DOCUMENT": 
        if "DocumentTitle" in query_result: 
            document_title = query_result["DocumentTitle"]["Text"] 
            print("Title: " + document_title) 
        document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Text"] 
        print(document_text) 

    print("------------------\n\n")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sultItem;

public class SearchIndex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query = "some queries"; 
        String indexId = "anIndexId"; 

        QueryRequest queryRequest = QueryRequest 
            .builder() 
            .queryText(query) 
            .indexId(indexId) 
            .build(); 

        QueryResponse queryResponse = kendra.query(query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nSearch results for query: %s", query)); 
        for(QueryResultItem item: queryResponse.resultItems()) { 
            System.out.println("----------------------");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ype: %s", item.type())); 

            switch(item.type()) { 
                case QUESTION_ANSWER: 
                case ANSWER: 
                    String answerText = item.documentExcerpt().text(); 
                    System.out.println(answerText); 
                    break; 
                case DOCUMENT: 
                    String documentTitle = item.documentTitle().tex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itle: %s", documentTitle)); 
                    String documentExcerpt = item.documentExcerpt().tex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Excerpt: %s", 
 documentExcerpt));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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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Unknown query result type: 
 %s", item.type())); 

            } 

            System.out.println("-----------------------\n"); 
        } 
    }
}

고급 쿼리 구문을 사용한 검색
고급 쿼리 구문이나 연산자를 사용하여 단순 키워드나 자연어 쿼리보다 더 구체적인 쿼리를 만들 수 있습니
다. 여기에는 범위, 부울, 와일드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연산자를 사용하면 쿼리에 더 많은 컨텍스트를 제공
하고 검색 결과를 더욱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는 다음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 Boolean: 검색을 제한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로직. 예를 들어, 두 용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만 검색하도록 검
색을amazon AND sports 제한합니다.

• 괄호: 중첩된 쿼리 용어를 우선 순위에 따라 읽습니다. 예를 들어,(amazon AND sports) 이전
에(amazon AND sports) NOT rainforest 읽습니다NOT rainforest.

• 범위: 날짜 또는 숫자 범위 값. 범위는 포함, 제외 또는 무제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날짜를 포
함하여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
다.

• 필드: 특정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 필드에 '미국'이 있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와일드카드: 텍스트 문자열을 부분적으로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Cloud* 일치할 수 CloudFormation 있
습니다. Amazon Kendra현재는 후행 와일드카드만 지원합니다.

• 정확한 따옴표: 텍스트 문자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를 포함하는 문서를 예로 들 수"Amazon Kendra" 
"pricing" 있습니다.

위 연산자 중 하나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매우 복잡한 쿼리를 사용하면 쿼리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와
일드카드는 지연 시간 측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연산자 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연산자가 많을수록 지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인덱
싱된 문서의 평균 크기, 인덱스 크기, 검색 결과의 필터링,Amazon Kendra 인덱스의 전체 로드 등이 있습니
다.

부울
부울 연산자ANDOR, 를 사용하여 단어를 결합하거나 제외할 수NOT 있습니다.

다음은 부울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amazon AND sports

텍스트에 '아마존'과 '스포츠'라는 용어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반환합니다 (예: Amazon Prime 비디오 스
포츠 또는 기타 유사한 콘텐츠).

sports OR recreation

텍스트에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또는 둘 다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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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NOT rainforest

텍스트에 'Amazon'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지만 'Rainforest'라는 용어는 포함되지 않은 검색 결과를 반환합니
다. 아마존 레인포레스트가 아니라 아마존이라는 회사에 대한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괄호
괄호를 사용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중첩된 단어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괄호는 쿼리를 읽는Amazon Kendra 
방법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괄호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amazon AND sports) NOT rainforest

텍스트에 '아마존'과 '스포츠'라는 용어가 모두 포함되지만 '열대 우림'이라는 용어는 포함되지 않은 문서를 
반환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어드벤처 스포츠가 아닌 Amazon Prime 비디오 스포츠 또는 기타 유사한 
콘텐츠를 검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괄호는 해당 내용을 먼저amazon AND sports 읽어야 함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NOT rainforest 됩니다. 쿼리를 다른 이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amazon AND (sports NOT 
rainforest).

(amazon AND (sports OR recreation)) NOT rainforest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또는 둘 다와 'Amazon'이라는 용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를 반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열대 우림'이라는 용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의 어드벤처 스포츠가 아닌 Amazon 
Prime 비디오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을 검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괄호는 앞에서 읽은 'Amazon'과 결합하
기 전에sports OR recreation 읽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NOT rainforest. 쿼리를 다른 이름으
로 읽으면 안 됩니다amazon AND (sports OR (recreation NOT rainforest)).

범위
값 범위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속성과 범위 값을 지정합니다. 날짜 또는 숫자 유형
일 수 있습니다.

날짜 범위는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 Epoch
• YYYY
• 연도-월
• 연도-월-일
• YYYYY-MM-DD't'hh

또한 범위의 낮은 값과 높은 값을 포함할지 또는 제외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범위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_processed_date:>2019-12-31 AND _processed_date:<2021-01-01

2020년에 처리된 문서 (2019년 12월 31일 이후 및 2021년 1월 1일 이전) 를 반품합니다.

_processed_date:>=2020-01-01 AND _processed_date:<=2020-12-31

2020년에 처리된 문서 (2020년 1월 1일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하) 를 반환합니다.

_document_likes:<1

좋아요가 0개 또는 사용자 피드백이 없는 문서 (좋아요 1개 미만) 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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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지정된 범위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제외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_last_updated_at:[2020-01-01 TO 2020-12-31]

2020년 12월 1일 및 2020년 12월 31일을 포함하여 2020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문서를 반환합니다.

독점

_last_updated_at:{2019-12-31 TO 2021-01-01}

2020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문서를 반환합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은 제외됩니
다.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은 무제한 범위의 경우 < and >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
_last_updated_at:>2019-12-31 AND _last_updated_at:<2021-01-01

필드

특정 필드의 값을 충족하는 문서만 반환하도록 검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모든 유형이 될 수 있
습니다.

다음은 필드 수준 컨텍스트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status:"Incomplete" AND financial_year:2021

상태가 미완료 상태인 2021 회계연도 문서를 반송합니다.

(sports OR recreation) AND country:"United States" AND level:"professional"

미국의 프로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문서를 반환합니다.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 연산자를 사용하여 다양한 단어 및 구문을 포함하도록 검색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름 변형
을 검색할 때 유용합니다. Amazon Kendra현재는 후행 와일드카드만 지원합니다. 후행 와일드카드의 접두사 
문자 수는 2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와일드카드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Cloud*

CloudFormation 및 등의 변형이 포함된 문서를 반환합니다 CloudWatch.

kendra*aws

kendra.amazonaws와 같은 변형을 포함하는 문서를 반환합니다.

kendra*aws*

kendra.amazonaws.com과 같은 변형을 포함하는 문서를 반환합니다.

정확한 인용문

따옴표를 사용하여 텍스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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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pricing"

'Amazon Kendra' 문구와 '가격'이라는 용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를 반환합니다. 결과를 반환하려면 문서에
Amazon Kendra '' 및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Amazon Kendra" "pricing" cost

'Amazon Kendra' 문구와 '가격'이라는 용어가 모두 포함된 문서를 반환하며, 선택적으로 '비용'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서를 반환합니다. 결과에 반환하려면 문서에Amazon Kendra ''와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지만 
'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쿼리 구문

Amazon Kendra쿼리 구문에 문제가 있거나 쿼리가 현재 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 경고를 표시합니다
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은 쿼리 경고에 대한 API 문서를 참조하세요.

다음 쿼리는 잘못된 쿼리 구문의 예입니다.

_last_updated_at:<2021-12-32

잘못된 날짜입니다. 에서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에는 32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Amazon Kendra.

_view_count:ten

잘못된 숫자 값입니다. 숫자 값을 나타내려면 숫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nonExistentField:123

필드 검색이 잘못되었습니다. 필드 검색을 사용하려면 필드가 존재해야 합니다.

Product:[A TO D]

잘못된 범위입니다. 범위에는 숫자 값이나 날짜를 사용해야 합니다.

OR Hello

잘못된 불린 연산자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 용어 사이에 배치해야 합니다.

언어로 검색
지원되는 언어로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된 문서를 선택한 언어로 AttributeFilter반환하려면 에 언
어 코드를 전달합니다. 지원되는 언어로 쿼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문서를Amazon Kendra 쿼리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
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콘솔에서 지원되는 언어로 문서를 검색하려면 색인을 선택한 다음 탐색 메뉴에서 색인을 검색하는 옵션을 선
택합니다. 검색 설정을 선택한 다음 드롭다운 언어에서 언어를 선택하여 문서를 반환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스페인어로 문서를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콘솔에서 스페인어로 색인을 검색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메뉴에서 Indexes 를 선택하고 원하는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3. 탐색 메뉴에서 색인을 검색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검색 설정에서 언어 드롭다운을 선택하고 스페인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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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텍스트 상자에 쿼리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6. Amazon Kendra검색 결과를 스페인어로 반환합니다.

CLI, Python 또는 Java를 사용하여 스페인어로 색인을 검색하려면

• 다음 예제에서는 스페인어로 색인을 검색합니다. 검색 쿼리의 값을indexID 변경하고 검색하려는 색인
의 식별자로 값을 변경합니다.searchString 스페인어의 언어 코드는 입니다es. 이를 사용자 고유의 
언어 코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CLI

{ 
  "EqualsTo":{       
    "Key": "_language_code", 
    "Value": { 
    "StringValue": "es" 
    } 
  }
}

Python

import boto3  
import pprint  
  
kendra = boto3.client("kendra")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query text  
query = "search-string"  
  
# Includes the index ID, query text, and language attribute filter  
response = 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_id,  
        AttributeFilter = {  
            "EqualsTo": {        
                "Key": "_language_code",  
                "Value": {  
                    "StringValue": "es"  
                    }  
                }  
            })  
  
print ("\nSearch results|Resultados de la búsqueda: " + query + "\n")          
  
for query_result in response["ResultItems"]:  
  
    print("-------------------")  
    print("Type: " + str(query_result["Type"]))  
          
    if query_result["Type"]=="ANSWER" or query_result["Type"]=="QUESTION_ANSWER":  
        answer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Text"]  
        print(answer_text)  
  
    if query_result["Type"]=="DOCUMENT":  
        if "DocumentTitle" in query_result:  
            document_title = query_result["DocumentTitle"]["Text"]  
            print("Title: " + document_title)  
        document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Text"]  
        print(document_text)  

409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언어로 검색

 
    print("------------------\n\n")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sultItem;

public class SearchIndex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query = "searchString"; 
        String indexId = "indexID"; 

        QueryRequest queryRequest = QueryRequest.builder() 
            .queryText(query) 
            .indexId(indexId) 
            .attributeFilter( 
                 AttributeFilter.builder() 
                     .withEqualsTo( 
                         DocumentAttribute.builder() 
                             .withKey("_language_code") 
                             .withValue("es") 
                             .build()) 
                     .build()) 
            .build(); 

        QueryResponse queryResponse = kendra.query(query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nSearch results| 
                                          Resultados de la búsqueda: %s", query)); 
        for(QueryResultItem item: queryResponse.resultItems()) { 
            System.out.println("----------------------");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ype: %s", item.type())); 

            switch(item.type()) { 
                case QUESTION_ANSWER: 
                case ANSWER: 
                    String answerText = item.documentExcerpt().text(); 
                    System.out.println(answerText); 
                    break; 
                case DOCUMENT: 
                    String documentTitle = item.documentTitle().tex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itle: %s", documentTitle)); 
                    String documentExcerpt = item.documentExcerpt().tex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Excerpt: %s", 
 documentExcerpt)); 
                    break; 
                defaul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Unknown query result type: 
 %s", item.type())); 

            } 

            System.out.println("-----------------------\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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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찾아보기
검색 쿼리를 입력하지 않고도 속성이나 패싯별로 문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Index Browse
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특정 쿼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색인을 자유롭게 탐색하여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검색의 출발점으로 색인을 폭넓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색인 찾아보기는 정렬 유형이 있는 문서 속성이나 패싯별로 검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찾아보기를 사용하여 전체 인덱스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쿼리 텍스트가 누락된 경우 는 문서 속성 필터 또
는 패싯과 정렬 유형을Amazon Kendra 요청합니다.

Query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검색을 허용하려면 AttributeFilter또는 Facet 및 를 포함해야 합니다
SortingConfiguration. 콘솔에서 색인 검색을 허용하려면 탐색 메뉴의 색인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색인을 
검색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검색 상자에서 Enter 키를 두 번 누릅니다. 검색 결과 필터링 드롭다운을 선택
하여 필터를 선택하고 드롭다운 정렬을 선택하여 정렬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스페인어로 된 문서의 색인을 문서 작성 날짜의 내림차순으로 검색하는 예입니다.

CLI

aws kendra query \
--index-id "index-id" \
--attribute-filter '{    
    "EqualsTo":{ 
      "Key": "_language_code", 
      "Value": { 
        "StringValue": "es" 
      } 
    } 
  }' \
--sorting-configuration '{ 
    "DocumentAttributeKey": "_created_at", 
    "SortOrder": "DESC" 
  }'

Python

import boto3  
  
kendra = boto3.client("kendra")  
  
# Must include the index ID, the attribute filter, and sorting configuration  
response = kendra.query(  
        IndexId = "index-id",  
        AttributeFilter = {  
            "EqualsTo": {        
                "Key": "_language_code",  
                "Value": {  
                    "StringValue": "es"  
                    }  
                }  
            },  
        SortingConfiguration = {  
            "DocumentAttributeKey": "_created_at",  
            "SortOrder": "DESC"})  
  
print("\nSearch results|Resultados de la búsqued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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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query_result in response["ResultItems"]:  
  
    print("-------------------")  
    print("Type: " + str(query_result["Type"]))  
          
    if query_result["Type"]=="ANSWER" or query_result["Type"]=="QUESTION_ANSWER":  
        answer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Text"]  
        print(answer_text)  
  
    if query_result["Type"]=="DOCUMENT":  
        if "DocumentTitle" in query_result:  
            document_title = query_result["DocumentTitle"]["Text"]  
            print("Title: " + document_title)  
        document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Text"]  
        print(document_text)  
  
    print("------------------\n\n")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sul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sultItem;

public class SearchIndex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QueryRequest queryRequest = QueryRequest.builder() 
            .withIndexId("index-id") 
            .withAttributeFilter(AttributeFilter.builder() 
                .withEqualsTo(DocumentAttribute.builder() 
                    .withKey("_language_code") 
                    .withValue(DocumentAttributeValue.builder() 
                        .withStringValue("es") 
                        .build()) 
                    .build()) 
                .build()) 
            .withSortingConfiguration(SortingConfiguration.builder() 
                .withDocumentAttributeKey("_created_at") 
                .withSortOrder("DESC") 
                .build()) 
            .build()); 
             
        QueryResult queryResult = kendra.query(queryRequest); 
        for (QueryResultItem item : queryResult.getResultItems()) { 
            System.out.println("----------------------");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ype: %s", item.getType())); 
         
            switch (item.getType()) { 
                case QueryResultType.QUESTION_ANSWER: 
                case QueryResultType.ANSWER: 
                    String answerText = item.getDocumentExcerpt().getText(); 
                    System.out.println(answerText); 
                    break; 
                case QueryResultType.DOCUMENT: 
                    String documentTitle = item.getDocumentTitle().getTex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itle: %s", documentTitle)); 
                    String documentExcerpt = item.getDocumentExcerpt().getTex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Excerpt: %s", documentExcerpt)); 
                    break;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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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out.println(String.format("Unknown query result type: %s", 
 item.getType())); 
            } 
            System.out.println("-----------------------\n"); 
        } 
    }
}

추천 검색 결과
사용자가 특정 쿼리를 실행할 때 검색 결과에 특정 문서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결과
를 더 잘 볼 수 있고 눈에 잘 띄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추천 결과는 일반적인 결과 목록에서 분리되어 검색 페
이지 상단에 표시됩니다. 쿼리마다 다른 문서를 표시해 보거나 특정 문서가 적절한 가시성을 확보하도록 실
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쿼리를 특정 문서에 매핑하여 결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new products 2023'이라는 검색어를 발행하는 경우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할 
'What's new' 및 '출시 예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선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에 대한 
이러한 문서가 적절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도록 결과를 이미 선택한 경우 검색 결과가 중복되지 않습니
다. 추천 결과는 이미 다른 모든 결과보다 위에 표시된 경우 첫 번째 결과로 다시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특정 결과를 표시하려면 쿼리에 포함된 키워드나 구문을 사용하여 쿼리를 부분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
라 전체 텍스트 쿼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천 결과 집합에 'Kendra'라는 
쿼리만 지정하는 경우 'Kendra는 의미론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순위를 매깁니까? '와 같은 쿼리가 표시됩니
다. 추천 결과를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추천 결과는 범위가 너무 넓은 쿼리가 아닌 특정 쿼리를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Amazon Kendra키워드 유형 쿼리를 자연스럽게 처리하여 검색 결과에서 가장 유용한 문서의 순
위를 매기므로 단순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결과가 과도하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특정 쿼리가 있는 경우 이러한 쿼리를 지정하여 추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KendraAnalytics를 사용하여 상위 쿼리를 살펴보고 'Kendra는 결과의 순위를 어떻게 매기나
요? '와 같은 특정 쿼리를 찾으면 됩니다. 및 '켄드라 시맨틱 검색'이 자주 사용되므로 이러한 쿼리는Amazon 
Kendra 'search 101'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지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추천 결과에 대한 쿼리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Amazon Kendra쿼
리를 소문자로 변환하고 후행 공백 문자를 단일 공백으로 바꿉니다. Amazon Kendra추천 결과에 대한 쿼리
를 지정할 때 다른 모든 문자를 그대로 검색합니다.

CreateFeaturedResultsSetAPI를 사용하여 특정 쿼리에 매핑되는 추천 결과 세트를 생성합니다. 콘솔을 사용
하는 경우 색인을 선택한 다음 탐색 메뉴에서 추천 결과를 선택하여 추천 결과 세트를 생성합니다. 색인당 최
대 50개의 추천 결과 세트를 만들고, 세트당 최대 4개의 추천 문서를 만들고, 추천 결과 세트당 최대 49개의 
쿼리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원팀에 문의하여 이러한 한도를 늘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추천 결과 세트에서 동일한 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세트에서 동일한 일치 검색 쿼리 
텍스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추천 결과에 대해 지정하는 쿼리는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집합별로 고유해
야 합니다.

추천 문서를 최대 4개까지 선택할 때 문서 순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추천 문서를 나
열하는 순서는 추천 결과에 표시된 순서와 동일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결과에 표시할 문서를 선택할 
때 문서 순서를 간단히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 및 그룹은 특정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는 액세스할 수 없는 액세스 제어는 추천 
결과를 구성할 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
자 A는 회사 기밀 문서에 액세스해서는 안 되는 '인턴' 회사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사용자 A가 회사 비밀 문

413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search-analytics.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CreateFeaturedResultsSet.html
http://aws.amazon.com/contact-u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추천 검색 결과

서를 포함하는 쿼리를 입력하면 사용자 A는 결과에 이 문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색 결과 페이지의 
다른 모든 결과에도 해당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액세스를 제어하는Amazon Kendra 리소스인 추천 결과 세
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2023", “출시 예정” (doc-id-1) 및 “출시 예정" (doc-id-2)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매핑된 “신제품 
2023", “출시된 신제품”이라는 쿼리를 사용하여 추천 결과 세트를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CLI

aws kendra create-featured-results-set \ 
 --featured-results-set-name 'New product docs to feature' \ 
 --description "Featuring What's new and Coming soon docs" \ 
 --index-id index-id \ 
 --query-texts 'new products 2023' 'new products available' \ 
 --featured-documents '{"Id":"doc-id-1", "Id":"doc-id-2"}'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reate a featured results set.")

# Provide a name for the featured results set
featured_results_name = "New product docs to feature"
# Provide an optional decription for the featured results set
description = "Featuring What's new and Coming soon docs"
# Provide the index ID for the featured results set
index = index-id
# Provide a list of query texts for the featured results set
queries = ['new products 2023', 'new products available']
# Provide a list of document IDs for the featured results set
featured_doc_ids = ['doc-id-1', 'doc-id-2']

try: 
    featured_results_set_response = kendra.create_featured_results_set( 
        FeaturedResultsSetName = featured_results_name, 
        Decription = description, 
        Index = index, 
        QueryTexts = queries, 
        FeaturedDocuments = featured_doc_ids 
    ) 

    pprint.pprint(featured_results_set_response) 

    featured_results_set_id = featured_results_set_response["FeaturedResultsSetId"]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featured results set, such as the status 
        featured_results_set_description = kendra.describe_featured_results_set( 
            Id = featured_results_set_id 
        ) 
        status = featured_results_set_description["Status"] 
        print(" Featured results set status: "+status)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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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에 대한 테이블 형식 검색
Amazon Kendra의 표 형식 검색 기능은 HTML 문서에 포함된 테이블에서 답변을 검색하고 추출할 수 있습니
다. 색인을 검색할 때 쿼리와 관련이 있는 경우 테이블에서 발췌한 내용을Amazon Kendra 포함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표의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문서 본문 텍스트 내의 모든 정보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색인에는 운영 비용, 수입 및 기타 재무 정보에 대한 테이블이 포함된 비즈니스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질문
의 경우 “2020-2022년의 연간 운영 비용은 얼마입니까?” 는 관련 테이블 열 “영업 (백만 달러)” 및 “회계연
도”와 2020년, 2021년 및 2022년의 소득 값이 포함된 테이블 행이 포함된 테이블에서 발췌한 내용을 반환할
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표 발췌문은 문서 제목, 전체 문서에 대한 링크 및 포함하기로 선택한 기타 문
서 필드와 함께 결과에 포함됩니다.

정보가 표의 한 셀에 있든 여러 셀에 있든 관계없이 테이블 발췌문을 검색 결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Amazon Kendra 다음과 같은 각 유형의 쿼리에 맞게 조정된 테이블 발췌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최고 금리 신용카드”
• “2020-2022년 최고 이자율 신용 카드”
• “2020-2022년 가장 높은 이자율 상위 3개 신용 카드”
• “이자율이 10% 미만인 신용카드”
• “사용 가능한 모든 저금리 신용 카드”

Amazon Kendra쿼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테이블 셀 또는 셀을 강조 표시합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셀과 해
당 행, 열 및 열 이름이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테이블 발췌문에는 쿼리와 관련된 테이블 셀의 수와 원본 테
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열 수에 따라 최대 5개의 열과 3개의 행이 표시됩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상위 셀
이 다음으로 관련성이 높은 셀과 함께 표 발췌문에 표시됩니다.

응답에는 테이블 답변이 쿼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 버킷 (MEDIUMHIGH,,VERY_HIGH) 
이 포함됩니다. 테이블 셀 값이 신뢰 값이면 해당 값이 '상위 답안'이 되고 강조 표시됩니다.VERY_HIGH 신뢰
할 수 있는HIGH 테이블 셀 값의 경우 해당 값이 강조 표시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테이블 셀 값의 경우 해당 
값이MEDIUM 강조 표시되지 않습니다. 테이블 답당 전체 신뢰도가 응답으로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에HIGH 신뢰도가 있는 테이블 셀이 대부분 포함된 경우 테이블 답변에 대한 응답에서 반환되는 전체 신뢰도
는HIGH 신뢰도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에는 문서의 다른 구성 요소보다 더 높은 중요도나 가중치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문서 내에서 
테이블이 쿼리와 약간 관련이 있지만 관련성이 높은 단락이 있는 경우 해당 단락의 일부를Amazon Kendra 
반환합니다. 검색 결과에는 동일한 문서나 다른 문서에서 가능한 최상의 답변과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표의 신뢰도가 신뢰도보다MEDIUM 낮으면 표의 발췌문이 응답에 반환되지 않습니
다.

기존 색인에서 표 형식 검색을 사용하려면 콘텐츠를 다시 색인화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표 형식 검색은 동의어 (사용자 지정 동의어 포함) 를 지원합니다. Amazon Kendratable 태그 
내에 있는 HTML 테이블이 있는 영어 문서만 지원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테이블 발췌문이 포함된 쿼리 응답을 보여줍니다.

Python

import boto3
import pprint

kendra = boto3.client("kendra")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query text
query = "search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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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 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_id)

print("\nSearch results for query: " + query + "\n")         

for query_result in response["ResultItems"]: 

    print("-------------------") 
    print("Type: " + str(query_result["Type"])) 
    print("Type: " + str(query_result["Format"])) 
         
    if query_result["Type"]=="ANSWER" and query_result["Format"]=="TABLE": 
        answer_table = query_result["TableExcerpt"] 
        print(answer_table) 
         
    if query_result["Type"]=="ANSWER" and query_result["Format"]=="TEXT": 
        answer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 
        print(answer_text) 
         
    if query_result["Type"]=="QUESTION_ANSWER": 
        question_answer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Text"] 
        print(question_answer_text) 

    if query_result["Type"]=="DOCUMENT": 
        if "DocumentTitle" in query_result: 
            document_title = query_result["DocumentTitle"]["Text"] 
            print("Title: " + document_title) 
        document_text = query_result["DocumentExcerpt"]["Text"] 
        print(document_text) 

    print("------------------\n\n")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QueryResultItem;

public class SearchIndex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query = "search string"; 
        String indexId = "index-id"; 

        QueryRequest queryRequest = QueryRequest 
            .builder() 
            .queryText(query) 
            .indexId(indexId) 
            .build(); 

        QueryResponse queryResponse = kendra.query(query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nSearch results for query: %s", query)); 
        for(QueryResultItem item: queryResponse.resultItems()) { 
            System.out.println("----------------------");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ype: %s", item.type())); 
            System.out.println(String.format("Format: %s", item.format())); 
             
            switch(item.form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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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TABLE: 
                    String answerTable = item.TableExcerpt(); 
                    System.out.println(answerTable); 
                    break; 
            } 

            switch(item.format()) { 
                case TEXT: 
                    String answerText = item.DocumentExcerpt(); 
                    System.out.println(answerText); 
                    break; 
            } 

            switch(item.type()) { 
                case QUESTION_ANSWER: 
                    String questionAnswerText = item.documentExcerpt().text(); 
                    System.out.println(questionAnswerText); 
                    break; 
                case DOCUMENT: 
                    String documentTitle = item.documentTitle().tex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itle: %s", documentTitle)); 
                    String documentExcerpt = item.documentExcerpt().tex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Excerpt: %s", documentExcerpt)); 
                    break; 
                defaul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Unknown query result type: %s", 
 item.type())); 

            } 

            System.out.println("-----------------------\n"); 
        } 
    }
}

쿼리 제안
Amazon Kendra검색어 추천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더 빠르게 입력하고 검색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Amazon Kendra쿼리 기록 또는 쿼리 로그의 인기 쿼리를 기반으로 사용자와 관련된 쿼리를 제안합니다. 
Amazon Kendra는 사용자가 검색하고 이러한 쿼리로부터 학습한 모든 쿼리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제안
을 합니다. Amazon Kendra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기 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검색어를 제안합니다. 
Amazon Kendra쿼리의 접두사 또는 처음 몇 개의 문자가 사용자가 쿼리로 입력하기 시작한 내용과 일치하면 
쿼리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예정된 이벤트'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Amazon Kendra쿼리 로그를 통해 
많은 사용자가 '2050년 예정된 이벤트'를 여러 번 검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검색창 바로 
아래에 '2050년 예정된 이벤트'가 표시되고 검색어가 자동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첫 번째 
검색 결과인 '예정된 이벤트: 2050년에 일어날 일' 문서를 선택하여 이 검색어 제안을 선택합니다.

적합한 쿼리를Amazon Kendra 선택하여 사용자에게 제안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어 
제안을 10명 이상의 고유 사용자가 검색하고 (기본값은 3), 최근 30일 이내에 검색되었으며, 차단 목록에 있
는 단어나 문구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쿼리에는 하나 이상의 검색 
결과가 있어야 하고 4자를 초과하는 단어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쿼리 제안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쿼리 접두사와 제안된 쿼리를 소문자로 변환
하고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를 모두 무시하고 여러 개의 공백 문자를 단일 공백으로 바꿉니다. Amazon 
Kendra다른 모든 특수 문자를 그대로 일치시킵니다. Amazon Kendra사용자가 2자 미만이거나 60자를 초과
하여 입력하는 경우 제안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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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QuerySuggestions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관련된 추천 검색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쿼리 제안은 추
가 비용 없이도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UpdateQuerySuggestionsConfigAPI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추천 검
색어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에 제안을 적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UpdateQuerySuggestionsConfigAPI를 사용하여
• 콘솔의 쿼리 제안 설정에서

GetQuerySuggestionsAPI를 사용하여 쿼리 제안을 콘솔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여 사용자가 제안을 보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쿼리 제안 설정
UpdateQuerySuggestionsConfigAPI를 사용하여 다음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모드 —쿼리 제안은ENABLED 또는 중 하나입니다LEARN_ONLY. Amazon Kendra기본적으로 쿼리 제안을 
활성화합니다. LEARN_ONLY추천 검색어를 끕니다. 끄면 제안을Amazon Kendra 계속 학습하지만 사용자
에게 검색어를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 쿼리 로그 시간 창 - 쿼리가 쿼리 로그 시간 창에 얼마나 최근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시간 창은 오늘부터 지
난 날까지의 일수를 나타내는 정수 값입니다.

• 사용자 정보가 없는 쿼리 - 모든 쿼리를TRUEFALSE 포함하도록 설정하거나 사용자 정보가 있는 쿼리만 포
함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쿼리를 실행할 때 검색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ID와 같은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쿼리와 관련된 특정 사용자 정보가 없는 
경우 쿼리를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을 사용하면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쿼리를 기반으로 제
안만 할 수 있습니다.

• 고유 사용자 - 쿼리를 검색해야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최소 고유 사용자 수입니다. 이 숫자는 정수 값
입니다.

• 쿼리 수 - 쿼리를 사용자에게 추천하기 위해 검색어를 검색해야 하는 최소 횟수입니다. 이 숫자는 정수 값
입니다.

이러한 설정은 쿼리를 사용자에게 추천할 인기 쿼리로 선택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설정 조정 방법은 특
정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가 보통 한 달에 한 번 검색하는 경우 쿼리 로그 기간의 일수를 30일로 설정하여 해당 시간대에 만료
되기 전에 사용자의 최근 쿼리 대부분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 소수의 쿼리에만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고 작은 샘플 크기를 기반으로 쿼리를 제안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용
자를 포함하도록 쿼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10명 이상의 고유 사용자가 검색하고 100회 이상 검색된 인기 쿼리를 정의하는 경우 고유 사용자를 10명
으로 설정하고 쿼리 수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설정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API를 사용하여 설정 
변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설정이 적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업데이트한 내용과 색인의 검색 
쿼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Console

검색어 제안이 활성화되고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색인으로 이동한 다음 강화 항목에서 쿼리 제안을 선택합니다.
2. 검색어 제안 페이지에서 검색어 제안 설정으로 이동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상태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b. 추천 검색어에 사용할 수 있는 쿼리 수가 0개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418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GetQuerySuggestions.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UpdateQuerySuggestionsConfig.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쿼리 제안 설정

검색어 추천 설정을 편집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색인으로 이동한 다음 강화 항목에서 쿼리 제안을 선택합니다.
2. 검색어 제안 페이지에서 검색어 제안 설정으로 이동하고 수정을 선택합니다.

제안을 지우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색인으로 이동한 다음 강화 항목에서 쿼리 제안을 선택합니다.
2. 검색어 제안 페이지에서 검색어 제안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동작에서 제안 삭제를 선택합니다.

CLI

추천 검색어를 검색하려면

aws kendra get-query-suggestions \
--index-id index-id \
--query-text "query-text" \
--max-suggestions-count 1 // If you want to limit the number of suggestions.

검색어 제안을 업데이트하려면

예를 들어 쿼리 로그 시간 창과 쿼리를 검색해야 하는 최소 횟수를 변경하려면:

aws kendra update-query-suggestions-config \
--index-id index-id \
--query-log-look-back-window-in-days 30 \
--minimum-query-count 100

Note

업데이트된 설정이 적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업데이트한 내용과 색인의 검색 쿼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안을 지우려면

aws  kendra clear-query-suggestions \
--index-id index-id \

Note

Amazon Kendra제안을 마지막으로 지운 시점부터 쿼리 로그에 추가된 새 쿼리를 기반으로 새 
제안을 학습합니다.

Python

추천 검색어를 검색하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Get query suggestions.")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query text

419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쿼리 제안 설정

query_text = "query"

try: 
    query_suggestions_response = kendra.get_query_suggestions( 
        IndexId = index_id, 
        QueryText = query_text, 
        MaxSuggestionsCount = 5 
    ) 

    # Print out the suggestions you received 
    if ("Suggestions" in query_suggestions_response.keys()) { 
        for (suggestion: query_suggestions_response["Suggestions"]) { 
            print(suggestion["Value"]["Text"]["Text"]); 
        } 
    }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검색어 제안을 업데이트하려면

예를 들어 쿼리 로그 시간 창과 쿼리를 검색해야 하는 최소 횟수를 변경하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Updating query suggestions settings/configuration for an index.")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Configure the settings you want to update
query_log_look_back_window_in_days = 30
minimum_query_count = 100

try: 
    kendra.update_query_suggestions_config( 
        IndexId = index_id, 
        QueryLogLookBackWindowInDays = query_log_look_back_window_in_days, 
        MinimumQueryCount = minimum_query_count 
    )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update the query suggestions.") 

    while True: 
        # Get query suggestions description of settings/configuration 
        query_sugg_config_response = kendra.describe_query_suggestions_config( 
            IndexId = index_id 
        ) 
         
        # If status is not UPDATING, then quit 
        status = query_sugg_config_response["Status"] 
        print(" Updating query suggestions config. Status: " + status) 
        if status != "UPDATING": 
            break 
        time.sleep(60)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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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Program ends.")

제안을 지우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learing out query suggestions for an index.")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try: 
    kendra.clear_query_suggestions( 
        IndexId = index_id 
    ) 

    # Confirm last cleared date-time and that there are no suggestions 
    query_sugg_config_response = kendra.describe_query_suggestions_config( 
        IndexId = index_id 
    ) 
    print("Query Suggestions last cleared at: " + 
 str(query_sugg_config_response["LastClearTime"])); 
    print("Number of suggestions available to use after clearing: " + 
 str(query_sugg_config_response["TotalSuggestionsCount"]));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API를 사용하여 현재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업은 
인덱스에 대한 추천 검색어에 대한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모드 —쿼리 제안은ENABLED 또는 중 하나입니다LEARN_ONLY. Amazon Kendra기본적으로 쿼리 제안을 
활성화합니다. LEARN_ONLY추천 검색어를 끕니다. UpdateQuerySuggestionsConfigAPI를 사용하여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끄면 제안을Amazon Kendra 계속 학습하지만 사용자에게 검색어를 제안하지
는 않습니다.

• 상태 - 쿼리 제안은ACTIVE 또는 중 하나입니다UPDATING.
• 추천 개수 - 사용자에게 제안할 준비가 된 쿼리의 총 개수입니다. 개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면Amazon 

Kendra 학습해야 할 쿼리가 더 많거나 현재 검색어 제안 설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추천 마지막 빌드 시간 - 추천어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입니다. Amazon Kendra24시간마다 또는 

설정을 변경하거나 차단 목록을 적용할 때 자동으로 제안을 업데이트합니다.
• 제안이 마지막으로 지워진 시간 - 제안이 마지막으로 지워진 시간입니다.

추천 검색어에서 특정 검색어 차단
차단 목록은 사용자에게Amazon Kendra 자주 사용되는 특정 검색어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검색어 제안에서 
제외하려는 단어나 구문의 목록입니다. Amazon Kendra차단 목록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나 구문을 포함
하는 쿼리를 제외합니다.

차단 목록을 사용하면 쿼리 로그에 자주 표시되고 추천으로Amazon Kendra 선택될 수 있는 불쾌감을 주는 
단어나 문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단 목록을 사용하면 공개 또는 발표될 준비가 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된 
인기 검색어를 추천하지Amazon Kendra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출시할 준비가 되지 않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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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고 싶지 않은 새 제품의 릴리스에 대해 사용자가 자주 문의하는 경우 제품 이름 및 제품 정보가 포함된 
쿼리를 제안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API를 사용하여 쿼리에 대한 차단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블록 단어
나 문구를 텍스트 파일의 개별 줄에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 파일을 S3 버킷에 업로드하고 에 있는 파
일의 경로 또는 위치를 제공합니다Amazon S3. Amazon Kendra현재 하나의 차단 목록만 만들 수 있습니다.

Amazon S3버킷에서 차단된 단어와 문구의 텍스트 파일을 대체하고 UpdateQuerySuggestionsBlockListAPI
를 사용하여 에서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Amazon Kendra 있습니다.

DescribeQuerySuggestionsBlockListAPI를 사용하여 차단 목록의 상태와 기타 유용한 정보 (예: 차단 목록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 현재 차단 목록에 있는 단어 또는 구문 수, 차단 목록을 만들 때 유용한 오류 메
시지)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ListQuerySuggestionsBlockListsAPI를 사용하여 인덱스의 차단 목록 요약 목록
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차단 목록을 삭제하려면 DeleteQuerySuggestionsBlockListAPI를 사용하세요.

차단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는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escribeQuerySuggestionsBlockListAPI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Console

차단 목록을 가져오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색인으로 이동한 다음 강화 항목에서 쿼리 제안을 선택합니다.
2. 검색어 제안 페이지에서 차단 목록으로 이동하여 차단 목록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3. S3의 차단 목록 파일 위치 필드에Amazon S3 버킷의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 위치를 입력합니다.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로드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색인으로 이동한 다음 강화 항목에서 쿼리 제안을 선택합니다.
2. Amazon S3버킷의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을 업데이트된 파일로 교체합니다.
3. 검색어 제안 페이지에서 차단 목록으로 이동하여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차단 목록을 삭제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색인으로 이동한 다음 강화 항목에서 쿼리 제안을 선택합니다.
2. 검색어 제안 페이지에서 차단 목록으로 이동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CLI

차단 목록을 만들려면

aws kendra 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
--index-id index-id \
--name "block-list-name" \
--description "block-list-description" \
--source-s3-path "Bucket=bucket-name,Key=query-suggestions/block_list.txt" \
--role-arn role-arn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하려면

aws kendra update-query-suggestions-block-list \
--index-id index-id \
--name "block-list-name" \
--description "block-list-description" \
--source-s3-path "Bucket=bucket-name,Key=query-suggestions/block_list.t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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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role-arn

차단 목록을 삭제하려면

aws kendra delete-query-suggestions-block-list \
--index-id index-id \
--id block-list-id

Python

차단 목록을 만들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reate a query suggestions block list.")

# Provide a name for the block list
block_list_name = "block-list-name"
# Provide an optional description for the block list
block_list_description = "block-list-description"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query suggestions block lists
block_list_role_arn = "role-arn"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s3_bucket_name = "bucket-name"
s3_key = "query-suggestions/block_list.txt"
source_s3_path = { 
    'Bucket': s3_bucket_name, 
    'Key': s3_key
}

try: 
    block_list_response = kendra.create_query_suggestions_block_list( 
        Description = block_list_description, 
        Name = block_list_name, 
        RoleArn = block_list_role_arn, 
        IndexId = index_id, 
        SourceS3Path = source_s3_path 
    ) 

    print(block_list_response) 

    block_list_id = block_list_response["Id"]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block list.") 

    while True: 
        # Get block list description 
        block_list_description = kendra.describe_query_suggestions_block_list( 
            Id = block_list_id, 
            IndexId = index_id 
        ) 
        # If status is not CREATING, then quit 
        status = block_list_description["Status"] 
        print("Creating block list. Status: " + status) 
        if status != "C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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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time.sleep(60)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하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Update a block list for query suggestions.")

# Provide the block list name you want to update
block_list_name = "block-list-name"
# Provide the block list description you want to update
block_list_description = "block-list-description"
# Provide the IAM role ARN required for query suggestions block lists
block_list_role_arn = "role-arn"

# Provide the block list ID
block_list_id = "block-list-id"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s3_bucket_name = "bucket-name"
s3_key = "query-suggestions/block_list_updated.txt"
source_s3_path = {
'Bucket': s3_bucket_name,
'Key': s3_key
} 
                         
try: 
    kendra.update_query_suggestions_block_list( 
        Id = block_list_id, 
        IndexId = index_id, 
        Description = block_list_description, 
        Name = block_list_name, 
        RoleArn = block_list_role_arn, 
        SourceS3Path = source_s3_path 
    )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update the block list.") 
                         
    while True: 
        # Get block list description 
        block_list_description = kendra.describe_query_suggestions_block_list( 
            Id = block_list_id, 
            IndexId = index_id 
        ) 
        # If status is not UPDATING, then the update has finished  
        status = block_list_description["Status"] 
        print("Updating block list. Status: " + status) 
        if status != "UPDATING": 
            break 
        time.sleep(60)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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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Program ends.")

차단 목록을 삭제하려면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Delete a block list for query suggestions.")

# provide the block list ID
query_suggestions_block_list_id = "query-suggestions-block-list-id"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try: 
    kendra.delete_query_suggestions_block_list( 
        Id = query_suggestions_block_list_id, 
        IndexId = index_id 
    )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명확한 제안
ClearQuerySuggestionsAPI를 사용하여 쿼리 제안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제안을 삭제하면 기존 쿼리 제안만 
삭제되며 쿼리 로그의 쿼리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안을 지우고 나면 제안을 지운 시점부터 쿼리 로그에 추
가된 새 쿼리를 기반으로 새 제안을Amazon Kendra 학습합니다.

제안이 없습니다
쿼리에 대한 제안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 이유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덱스에Amazon Kendra 학습할 쿼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검색어 추천 설정이 너무 엄격하여 대부분의 검색어가 추천 검색어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에 제안을 지웠지만 새 제안을 알아보려면 새 검색어를 누적할 시간이Amazon Kendra 아직 필요합니

다.

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API를 사용하여 현재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 맞춤법 확인 프로그램
Amazon Kendra맞춤법 검사기는 쿼리의 맞춤법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0개의 검색 결과 발생을 최
소화하고 관련 결과를 반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자가 틀린 쿼리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없거나 반
환된 문서가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가 0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철자가 틀린 검색어로 인해 사
용자에게 관련 없는 검색 결과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기는 색인된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와 수정된 단어가 철자가 틀린 단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기반으로 철자가 틀린 단어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색인된 문서에 '명세
서'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연말 재무제표' 쿼리에서 철자가 틀린 단어 '명세서'와 거의 일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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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 검사기는 원래 쿼리 텍스트에서 맞춤법이 틀린 단어를 대체하는 의도된 단어 또는 수정된 단어를 반
환합니다. 예를 들어, 'Kendre 검색 배포'는 'Kendra 검색 배포'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API에 제공된 오프셋 
위치를 사용하여 프런트 엔드 애플리케이션의 쿼리에서 반환된 수정된 단어를 강조 표시하거나 기울임꼴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콘솔에서 수정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강조 표시되거나 기울임꼴로 표시됩니다. 예: '켄
드라 검색 배포'.

색인된 문서에 나타나는 비즈니스 관련 용어나 특수 용어의 경우 맞춤법 검사기는 이러한 용어를 쿼리의 맞
춤법 오류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메이시'는 '아마존 메이스'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연말'과 같이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의 경우 맞춤법 검사기는 이러한 단어를 개별 단어로 간주하여 해당 단
어에 대한 수정 사항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대해 제안된 수정 사항은 '연말'일 수 있습니다.

응답 유형에 대해DOCUMENT 및QUESTION_ANSWER 쿼리 응답 유형에서는 맞춤법 검사기가 문서 본문에 있
는 단어를 기반으로 철자가 틀린 단어를 수정하도록 제안합니다. 문서 본문은 제목보다 철자가 틀린 단어와 
거의 일치하는 수정 사항을 제안하기에 더 안정적입니다. ANSWER쿼리 응답 유형의 경우 맞춤법 검사기는 색
인의 기본 질문 및 답변 문서에 있는 단어를 기반으로 수정 사항을 제안합니다.

SpellCorrectionConfiguration개체를 사용하여 맞춤법 검사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IncludeQuerySpellCheckSuggestions로TRUE 설정했습니다. 맞춤법 검사기는 콘솔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콘솔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기는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쿼리에 대한 맞춤법 수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맞춤법 검
사기에서 지원되는 언어 목록은 Amazon Kendra지원되는 언어를 참조하십시오.

기본 제한이 있는 쿼리 맞춤법 검사기 사용
맞춤법 검사기는 특정 기본값 또는 제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법 수정 제안을 활성화할 때 적용
되는 현재 제한 목록입니다.

• 3자 미만이거나 길이가 30자를 초과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안된 맞춤법 수정 내용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30자 이상 또는 3자 미만을 허용하려면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 제안된 맞춤법 수정은 사용자 액세스 제어 또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위한 액세스 제어 목록을 기반
으로 제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맞춤법 수정은 해당 단어가 특정 사용자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색인된 문서의 모든 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쿼리의 권장 맞춤법 수정에 특정 단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려면 활성화하지 마십시오SpellCorrectionConfiguration.

• 숫자가 포함된 단어에 대해서는 제안된 맞춤법 수정 내용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br8k 우분2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추천 맞춤법 교정에는 색인된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추천 맞춤법 교정에는 색인된 문서에서 0.01% 미만의 빈도가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0.01% 임

계값을 변경하려면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필터링 및 패싯 검색
필터를 사용하여 Query API의 검색 결과 또는 응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응답에 포함된 문서를 쿼
리에 직접 적용되는 문서로 제한합니다. 패싯 검색 제안을 만들려면 부울 로직을 사용하여 응답에서 특정 문
서 속성이나 특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를 필터링하십시오. QueryAPI의Facet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패싯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색인을 생성한 문서를 검색하려면Amazon Kendra AMAZON을Amazon Lex 사용하십시오. 
KendraSearchIntent. 를Amazon Kendra 사용하여Amazon Lex 구성하는 예는Amazon Kendra 인덱스용 
FAQ 봇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를 사용하여 응답에 대한 필터를 제공할 수도 AttributeFilter있습니다. 구성 시 
JSON의 쿼리AMAZON.KendraSearchIntent 필터입니다. 콘솔에서 검색 인텐트를 구성할 때 속성 필터를 
제공하려면 인텐트 편집기로 이동하여Amazon Kendra 쿼리를 선택하여 JSON으로 쿼리 필터를 제공하십시
오. 에 대한AMAZON.KendraSearchIntent 자세한 내용은 Amazon Lex설명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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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싯
패싯은 검색 결과 집합의 범위가 지정된 뷰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도시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여기서 문서는 관련 도시별로 필터링됩니다. 또는 패싯을 생성하여 특정 작성자의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연관된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를 패싯으로 사용하여 사용자가 해당 패싯 내의 범주나 값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중첩된 패싯을 표시하여 사용자가 카테고리 또는 필드뿐만 아니
라 하위 카테고리 또는 하위 필드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는 “City” 사용자 정의 속성에 대한 패싯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response=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Facets = [ 
            { 
                "DocumentAttributeKey" : "City" 
            } 
        ] 
        )

중첩된 패싯을 사용하여 검색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속성 또는 패싯 “City”에는 
“Seattle”이라는 값이 포함됩니다. 또한 문서 속성 또는 패싯CityRegion "“에는 “시애틀”에 지정된 문서의 “북
쪽” 및 “남쪽” 값이 포함됩니다. 검색 결과에 중첩된 면을 개수와 함께 표시하여 도시별뿐만 아니라 도시 내 
지역별로도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패싯은 쿼리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첩된 패싯
이 많을수록 지연 시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커집니다.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인덱
싱된 문서의 평균 크기, 인덱스 크기, 매우 복잡한 쿼리, 인덱스의 전체 로드 등이 있습니다.Amazon Kendra

다음 예제에서는 "CityRegion" 사용자 지정 속성에 대한 면 정보를 “City” 내에 중첩된 패싯으로 가져오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response=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Facets = [ 
            { 
                "DocumentAttributeKey" : "City", 
                "Facets": [ 
                    { 
                        "DocumentAttributeKey" : "CityRegion" 
                    } 
                ] 
            } 
        ] 
        )

문서 수와 같은 패싯 정보가FacetResults 응답 배열에 반환됩니다. 콘텐츠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다
양한 검색 제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속성 “City”에 검색이 적용될 수 있는 도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도시 검색 목록을 표시하십시오. 사용자는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싯 검색을 수행하려면 Query API를 호출하고 선택한 문서 속성을 사용하여 결과를 필터링합
니다.

쿼리에 대해 패싯당 최대 10개의 패싯 값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한 패싯 내에는 하나의 중첩된 패싯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를 늘리려면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면당 면 값 수를 10개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경
우Facet 객체에서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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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샘플 JSON 응답은 “City” 문서 속성으로 범위가 지정된 패싯을 보여줍니다. 응답에는 패싯 값에 대한 문
서 수가 포함됩니다.

{ 
    'FacetResults': [ 
        { 
            'DocumentAttributeKey': 'City',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s': [ 
                { 
                    'Count': 3,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Dubai' 
                    } 
                }, 
                { 
                    'Count': 3,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Seattle' 
                    } 
                }, 
                { 
                    'Count': 1,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Paris' 
                    } 
                } 
            ] 
        } 
    ]

또한 도시 내 지역과 같은 중첩된 면에 대한 면 정보를 표시하여 검색 결과를 추가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샘플 JSON 응답은 "CityRegion" 문서 속성으로 범위가 지정된 패싯을 “City” 내의 중첩된 패싯으로 보여
줍니다. 응답에는 중첩된 패싯 값에 대한 문서 수가 포함됩니다.

{ 
    'FacetResults': [ 
        { 
            'DocumentAttributeKey': 'City',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s': [ 
                { 
                    'Count': 3,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Dubai' 
                    }, 
                    'FacetResults': [ 
                        { 
                            'DocumentAttributeKey': 'CityRegion',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s': [ 
                                 { 
                                     'Count': 2,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Bur Dubai' 
                                     } 
                                 }, 
                                 { 
                                     'Count': 1,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Deir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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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nt': 3,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Seattle' 
                    }, 
                    'FacetResults': [ 
                        { 
                            'DocumentAttributeKey': 'CityRegion',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s': [ 
                                 { 
                                     'Count': 1,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North' 
                                     } 
                                 }, 
                                 { 
                                     'Count': 2,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South' 
                                     } 
                                 } 
                             ] 
                        } 
                    ] 
                }, 
                { 
                    'Count': 1,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Paris' 
                    }, 
                    'FacetResults': [ 
                        { 
                            'DocumentAttributeKey': 'CityRegion',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s': [ 
                                 { 
                                     'Count': 1, 
                                     'DocumentAttributeValue': { 
                                         'StringValue': 'City center' 
                                     } 
                                 } 
                             ] 
                        } 
                    ] 
                } 
        } 
    ]
}

문자열 목록 필드를 사용하여 패싯을 만들 때 반환되는 패싯 결과는 문자열 목록의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열 목록 필드에 두 개의 항목, 즉 “닥스훈트”, “소시지 도그” 목록이 있는 항목과 값이 “허스
키”인 항목이 있는 경우 세 개의 패싯을 얻게FacetResults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쿼리 응답 및 응답 유형 (p. 443)을 참조하세요.

문서 속성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 필터링
기본적으로 모든 검색 결과를Query 반환합니다. 응답을 필터링하려면 문서 속성에 대해 논리적 연산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에 대한 문서만 원하는 경우 “도시” 및 “주”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을 기준
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필터에 대해 부울 연산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AttributeFilter.

대부분의 속성을 사용하여 모든 응답 유형에 대한 응답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_excerpt_page_number 속성은 응답을 필터링할 때ANSWER 응답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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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는 특정 도시인 시애틀과 워싱턴주를 필터링하여 논리적 AND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
니다.

response=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AttributeFilter = {'AndAllFilters':  
            [  
                {"EqualsTo": {"Key": "City","Value": {"StringValue": "Seattle"}}}, 
                {"EqualsTo": {"Key": "State","Value": {"StringValue": "Washington"}}} 
            ] 
            } 
        )

다음 예제에서는FileformatAuthor, 또는SourceURI 키가 지정된 값과 일치할 때 논리적 OR 연산을 수
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response=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AttributeFilter = {'OrAllFilters':  
            [  
                {"EqualsTo": {"Key": "Fileformat","Value": {"StringValue": 
 "AUTO_DETECT"}}}, 
                {"EqualsTo": {"Key": "Author","Value": {"StringValue": "Ana Carolina"}}}, 
                {"EqualsTo": {"Key": "SourceURI","Value": {"StringValue": "https://
aws.amazonaws.com/234234242342"}}} 
            ] 
            } 
        )

StringList필드의 경우ContainsAny 또는ContainsAll 속성 필터를 사용하여 지정된 문자열을 가진 
문서를 반환합니다. 다음 예에서는Locations 사용자 지정 속성에 값이 “시애틀” 또는 “Portland”인 모든 문
서를 반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response=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AttributeFilter = { 
                "ContainsAny": { "Key": "Locations", "Value": { "StringListValue": 
 [ "Seattle", "Portland"] }} 
            } 
        )

검색 결과에서 각 문서의 속성 필터링
Amazon Kendra검색 결과에 있는 각 문서에 대한 문서 속성을 반환합니다. 응답에 검색 결과의 일부로 포함
하려는 특정 문서 속성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에 지정된 모든 문서 속성이 응답에 반환됩
니다.

다음 예에서는 문서에 대한 응답에_source_uri 및_author 문서 속성만 포함됩니다.

response=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RequestedDocumentAttributes = ["_source_uri", "_auth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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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컨텍스트에 따른 필터링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 토큰, 사용자 ID 또는 사용자 특성을 사용하여 문서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사용자를 해
당 그룹에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ID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저장소/소
스로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은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화된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 회
사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모든 팀이 회사의 일급 기밀 문서에 액세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서
가 모든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극비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특정 사용자 또는 팀 
그룹만 검색 결과에서 이러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문서가 색인화되면 대부분의 문서에 해당하는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이 인제스트됩니다.Amazon Kendra 
ACL은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사용자 이름과 그룹 이름을 지정합니다. ACL이 없는 문서
는 공개 문서입니다.

Amazon Kendra대부분의 데이터 소스에서 각 문서와 관련된 사용자 또는 그룹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
합니다. 예를 들어 Quip의 문서에는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선택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공
유' 목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3 버킷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ACL용 JSON 파일을 제공하고 
이 파일의 S3 경로를 데이터 소스 구성의 일부로 포함해야 합니다. 문서를 인덱스에 직접 추가하는 경우
BatchPutDocumentAPI에서 문서 객체의 일부로 Principal 객체의 ACL을 지정합니다.

CreateAccessControlConfigurationAPI를 사용하면 모든 문서를 다시 인덱싱하지 않고도 기존 문서 수준 액
세스 제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인에는 특정 직원이나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일급 기밀 
회사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나거나 일급 기밀 문서 액세스를 차단해야 
하는 팀으로 전환합니다. 이전에 문서를 인덱싱했을 때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전
히 극비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가 거부된 사용자에 대한 특정 액세스 제어 구성을 만들 수 있
습니다. 나중에 사용자가 회사로 돌아와 '일급 비밀' 팀에 다시 합류하는 경우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액세스 제
어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 구성을 특정 문서에 적용하려면 Document 객체에AccessControlConfigurationId 포함된
BatchPutDocumentAPI를 호출합니다. S3 버킷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metadata.json
소스와 함께AccessControlConfigurationId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소스를 동기화합니다. Amazon 
Kendra현재는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인덱싱된 S3 데이터 소스 및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구성만 지원합니다.

사용자 토큰별 필터링
색인을 쿼리할 때 사용자 토큰을 사용하여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검색 결
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실행하면 토큰을Amazon Kendra 추출 및 검증하고 사용자 및 그룹 정보
를 가져와서 확인한 다음 쿼리를 실행합니다. 공개 문서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반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큰 기반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UserContext객체에 사용자 토큰을 제공하고 이를 Query API에 전달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용자 토큰을 포함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response = 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UserToken = { 
        Token = "token" 
    })

사용자를 그룹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사용하는 경우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자가 
속한 모든 그룹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면 사용자를 그룹에 매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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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자 이름과 사용자가 속
한 모든 그룹을 제공해야 합니다.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객체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에서 그룹 및 사용자의 액세스 수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ID 및 그룹별 필터링
색인을 쿼리할 때 사용자 ID 및 그룹을 사용하여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검
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실행하면 는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확인하고 쿼리
를 실행합니다. 공개 문서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쿼리와 관련된 모든 문서가 반환됩니다.

사용자 및 그룹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별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이 여러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룹이 특정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만 액세스하도록 하려는 경우 데이
터 원본을 지정하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엔지니어링”, “영업 및 마케팅” 그룹은 모두 데이터 
소스 Confluence 및 Salesforce에 저장된 회사 문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및 마케팅” 팀은 
Salesforce에 저장된 고객 관련 문서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 및 마케팅 사용자가 고객 관련 
문서를 검색하면 결과에서 Salesforce의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 및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사용
자는 검색 결과에 Salesforce 문서를 볼 수 없습니다.

UserContext객체에 사용자, 그룹 및 데이터 소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Query API에 전달합니다. 사용자 ID, 
그룹 및 데이터 소스 목록은 사용자, 그룹 및 데이터 소스를 식별하려면 Principal 개체에 지정한 이름과 일치
해야 합니다. Principal개체를 사용하여 문서 액세스를 위한 허용 목록 또는 거부 목록에 사용자, 그룹 또
는 데이터 원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용자 및 그룹 정보, (선택 사항) 데이터 소스 정보.
•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그룹 및 데이터 소스에 매핑하는 경우 사용자 정보만 표시

됩니다.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객체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에서 그룹 및 사용
자의 액세스 수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쿼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모든 문서를Amazon Kendra 반환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면 일치하
는 사용자 ID, 그룹 및 데이터 소스가 있는 문서만 반환됩니다.

다음은 사용자 ID, 그룹 및 데이터 소스를 포함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response = 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UserId = { 
        UserId = "user1" 
    }, 
    Groups = { 
        Groups = ["Sales and Marketing"] 
    }, 
    DataSourceGroups = { 
        DataSourceGroups = [{"DataSourceId" : "SalesforceCustomerDocsGroup", "GroupId": 
 "Sales and Marketing"}] 
    })

사용자 속성으로 필터링
색인을 쿼리할 때 기본 제공 속성을 사용하고 문서에 대한 사용자_user_id 및_group_id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개의 그룹 식별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
를 실행하면 는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확인하고 쿼리를 실행합니다. 공개 문서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쿼리와 관련된 모든 문서가 반환됩니다.

AttributeFilter객체에 사용자 및 그룹 특성을 제공하고 이를 Query API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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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에서는 사용자 ID와 사용자가 속한 그룹 “HR” 및 “IT”를 기반으로 쿼리 응답을 필터링하는 요청을 보
여줍니다. 쿼리는 허용 목록에 사용자 또는 “HR” 또는 “IT” 그룹이 있는 모든 문서를 반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이 문서의 거부 목록에 있는 경우 문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response = 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AttributeFilter = { 
            "OrAllFilters": [ 
                { 
                    "EqualsTo": { 
                        "Key": "_user_id", 
                        "Value": { 
                            "StringValue": "user1" 
                        } 
                     } 
                }, 
                { 
                    "EqualsTo": { 
                        "Key": "_group_ids", 
                        "Value": { 
                            "StringListValue": ["HR", "IT"] 
                        } 
                    } 
                } 
            ] 
        } 
        )

또한Principal 개체에서 그룹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은 콘텐츠에 대한 인증 또는 권한 부여 제어가 아닙니다. QueryAPI로 전송
된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QueryAPI로 전송된 사용자 및 그
룹 정보가 인증 및 승인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각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구현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 구현에 대해 설명합니
다.

주제
• 색인에 직접 추가된 문서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4)
•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4)
• Alfresco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4)
• Amazon S3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5)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5)
• Amazon FSx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5)
• Amazon WorkDocs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6)
• Box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6)
•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6)
• Dropbox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7)
• GitHub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7)
•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7)
• Gmail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8)
• Jira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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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8)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9)
• Microsoft OneDrive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39)
• Microsoft OneDrive v2.0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40)
• 마이크로소프트 Yammer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40)
• Microsoft SharePoint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40)
• Quip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41)
• Salesfor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41)
• ServiceNow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42)
• Slack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42)
• Zendesk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p. 442)

색인에 직접 추가된 문서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
링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여 인덱스에 직접 문서를 추가하면 문서의AccessControlList 필드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문서에 대한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을 제공하면 ACL이 
문서와 함께 수집됩니다.

BatchPutDocumentAPI의 Document 객체의 일부로 주요 객체의 ACL을 지정합니다. 다음 정보를 제공해
야 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그룹이 가져야 하는 액세스 권한입니다. ALLOW또는 이라고 말할 수DENY 있습니다.
• 엔터티의 유형입니다. USER또는 이라고 말할 수GROUP 있습니다.
•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입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인덱스에 FAQ를 추가하면 FAQ JSON 파일의AccessControlList 개체/필드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액세스 제어를 위한 사용자 지정 필드 또는 속성이 포함된 FAQ CSV 파일을 사
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용자 또는 그룹이 가져야 하는 액세스 권한입니다. ALLOW또는 이라고 말할 수DENY 있습니다.
• 엔터티의 유형입니다. USER또는 이라고 말할 수GROUP 있습니다.
•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Alfresco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Alfresco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Alfresco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
니다.

그룹 및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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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group_ids—그룹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의 Alfresco에 있습니다. 이들은 Alfresco에 있는 
그룹의 시스템 이름 (디스플레이 이름 아님) 에서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의 Alfresco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이메일
에서 가져온 ID로 Alfresco의 ID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
링
문서와 연결된 메타데이터 파일을 사용하여Amazon S3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추
가합니다. JSON 문서의AccessControlList 필드에 정보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인덱싱된 문서
에Amazon S3 메타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3 문서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엔티티가 가져야 하는 액세스 권한입니다. ALLOW또는 이라고 말할 수DENY 있습니다.
• 엔터티의 유형입니다. USER또는 이라고 말할 수GROUP 있습니다.
• 엔터티의 이름입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
터링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예:) 을 사용하는 경우 원본 테이블의 열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Amazon Aurora PostgreSQL AclConfiguration개체의 이 열을 CreateDataSourceAPI의
DatabaseConfiguration개체의 일부로 지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의 허용 목록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 목록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그룹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용 목록에 개별 사용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열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그룹 목록을 포함하는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Amazon FSx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
링
Amazon FSx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Amazon FSx 인스턴스의 디렉터리 서비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
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Amazon FSx그룹 및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group_ids—그룹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Amazon FSx 이들은 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있는 시스템 그룹 이름에서Amazon FSx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Amazon FSx 이러한 이름은 의 디
렉토리 서비스에 있는 시스템 사용자 이름에서Amazon FSx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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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WorkDocs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
트 필터링
Amazon WorkDocs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Amazon WorkDocs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Amazon WorkDocs그룹 및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group_ids—그룹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Amazon WorkDocs 이들은 의 그룹 
이름에서Amazon WorkDocs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Amazon WorkDocs 의 사용자 이름
에서Amazon WorkDocs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Box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Box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Box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Box 그룹과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group_ids—그룹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의 Box에 있습니다. 이들은 Box의 그룹 이름에
서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의 Box에 있습니다. 사용자 이메일에서 가져온 
쿠키는 Box의 사용자 ID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
링
Confluence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는 Confluence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스페이스 권한 페이지를 사용하여 스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페이지와 블로그의 
경우 제한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스페이스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fluence Support 웹 사이트의 스페
이스 권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및 블로그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nfluence Support 웹 사이
트의 페이지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Confluence 그룹 및 사용자 이름은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group_ids—그룹 이름은 제한이 있는 스페이스, 페이지 및 블로그에 표시됩니다. 이들은 Confluence의 
그룹 이름에서 매핑됩니다. 그룹 이름은 항상 소문자입니다.

• _user_id—사용자 이름은 제한이 있는 스페이스, 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표시됩니다. 이들은 사용 중인 
Confluence 인스턴스의 유형에 따라 매핑됩니다.

컨플루언스 커넥터 v1.0용
• 서버 - 사용자_user_id 이름입니다. 사용자 이름은 항상 소문자입니다.
• 클라우드 - 사용자의_user_id 계정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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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플루언스 커넥터 v2.0용
• 서버 - 사용자_user_id 이름입니다. 사용자 이름은 항상 소문자입니다.
• 클라우드 - 사용자의_user_id 이메일 ID입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Dropbox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Dropbox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는 Dropbox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
져옵니다.

그룹 및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group_ids—그룹 ID는 액세스 권한이 설정된 파일의 Dropbox에 있습니다. 이들은 Dropbox에 있는 그
룹 이름을 기반으로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액세스 권한이 설정된 파일의 Dropbox에 있습니다. 이 쿠키는 사용자 이메일에
서 Dropbox의 ID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GitHub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GitHub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GitHub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GitHub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 GitHub 사용자 이메일에서 ID로 매
핑됩니다 GitHub.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
링
Google 워크스페이스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는 Google 드라이브 사용자 및 그룹의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반환합니다. 그룹 및 도메인 구성원은_group_ids 색인 필드에 매핑됩니다. Google 드라이브 사용자 이름
이_user_id 필드에 매핑됩니다.

QueryAPI에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면 해당 이메일 주소와 공유된 문서만 반환됩니다. 다
음AttributeFilter 매개변수는 "martha@example.com “과 공유된 문서만 반환합니다.

"AttributeFilter": { 
                "EqualsTo":{ 
                   "Key": "_user_id",  
                   "Value": { 
                       "StringValue": "martha@example.com" 
                   } 
               } 
           }

쿼리에 그룹 이메일 주소를 하나 이상 제공하면 그룹과 공유된 문서만 반환됩니다. 다음AttributeFilter
매개 변수는 "hr@example.com" 그룹과 공유된 문서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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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Filter": { 
                "EqualsTo":{ 
                   "Key": "_group_ids",  
                   "Value": { 
                       "StringListValue": ["hr@example.com"] 
                   } 
               } 
           }

쿼리에 도메인을 제공하면 해당 도메인과 공유된 모든 문서가 반환됩니다. 다음AttributeFilter 매개 변
수는 “example.com” 도메인과 공유된 문서를 반환합니다.

"AttributeFilter": { 
                "EqualsTo":{ 
                   "Key": "_group_ids",  
                   "Value": { 
                       "StringListValue": ["example.com"] 
                   } 
               } 
           }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Gmail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Gmail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Gmail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user_id— 사용자 ID는 액세스 권한이 설정된 파일의 Gmail에 있습니다. 사용자 이메일에서 Gmail의 
ID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Jira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Jira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Jira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Jira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의 Jira에 있습니다. 이러한 쿠키는 사용자 이메
일에서 Jira의 사용자 ID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
Amazon KendraMicrosoft Exchange가 사이트의 문서를 인덱싱할 때 사용자 정보를 검색합니다. 사용자 정
보는 기본 Microsoft Exchange 호스트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Exchange 사용자를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사용하는 경우 는 Microsoft Exchange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Exchange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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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tenant_id— Microsoft 테넌트 ID는 각 커넥터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고유 식별자입니
다. 테넌트 ID는 조직 이름 또는 도메인과 다르며 Microsoft 계정 대시보드의 속성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
스트 필터링
Amazon Kendra사이트에서 문서를 인덱싱할 때 Microsoft Teams에서 사용자 정보를 검색합니다. 사용자 정
보는 기본 Microsoft Teams 호스트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Teams 사용자를 사용하는 경우 는 Microsoft Teams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
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Teams 테넌트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tenant_id— Microsoft 테넌트 ID는 각 커넥터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글로벌 고유 식별자입니
다. 테넌트 ID는 조직 이름 또는 도메인과 다르며 Microsoft 계정 대시보드의 속성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neDrive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
트 필터링
Amazon KendraMicrosoft가 사이트의 문서를 OneDrive 인덱싱할 때 Microsoft로부터 사용자 및 그룹 정
보를 검색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정보는 호스팅하는 기본 Microsoft SharePoint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OneDrive.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OneDrive 사용자 또는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ID를 계산하십시오.

1. 사이트 이름을 가져오세요. 예제: https://host.onmicrosoft.com/sites/siteName.
2. 사이트 이름의 MD5 해시를 가져옵니다. 예: 430a6b90503eef95c89295c8999c7981.
3. MD5 해시를 세로 막대 (|) 및 ID와 연결하여 사용자 이메일 또는 그룹 ID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이

름이 “사이트 소유자”인 경우 그룹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430a6b90503eef95c89295c8999c7981|site owners"

사용자 이름 "someone@host.onmicrosoft.com “의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430a6b90503eef95c89295c8999c7981|someone@host.onmicrosoft.com"

Query API를 호출할Amazon Kendra 때 사용자_user_id 또는 그룹 ID를 또는_group_ids 속성으로 보냅
니다. 예를 들어 그룹을 사용하여 쿼리 응답을 필터링하는AWS CLI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kendra  query \ 
                --index-id index ID  
                --query-text "query text"  
                --attribute-filter '{ 
                   "EqualsTo":{ 
                     "Key": "_group_ids",  
                     "Value": {"StringValue": "430a6b90503eef95c89295c8999c7981|site 
 ow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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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OneDrive v2.0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
텍스트 필터링
Microsoft OneDrive v2.0 데이터 소스는 ACL ( OneDrive 액세스 제어 목록) 엔티티의 섹션 및 페이지 정보를 
반환합니다. Amazon Kendra OneDrive테넌트 도메인을 사용하여 OneDrive 인스턴스에 연결하고 섹션 이
름, 페이지 유형, 파일 이름, 파일 유형 및 파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객체의 경우_user_id 및_group_id 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_user_id— Microsoft OneDrive 사용자 이메일 ID가_user_id 필드에 매핑됩니다.
• _group_id— Microsoft OneDrive 그룹 이메일이_group_id 필드에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Yammer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
트 필터링
Amazon KendraMicrosoft Yammer가 사이트에서 문서를 인덱싱할 때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검색합니다. 사
용자 및 그룹 정보는 기본 Microsoft Yammer 호스트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Yammer 사용자를 사용하는 경우 는 Microsoft Yammer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정
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Microsoft Yammer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email_id— Microsoft 전자 메일 ID는 각 커넥터 인스턴스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식별자입니다. 이메일 
ID는 Microsoft 계정 대시보드의 속성 섹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_group_id— 그룹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Microsoft Yammer 인스턴스에 있습니다. 이들은 
Microsoft Yammer의 그룹 이름에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SharePoint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
스트 필터링
Amazon KendraMicrosoft가 사이트의 문서를 SharePoint 인덱싱할 때 Microsoft로부터 사용자 및 그룹 정보
를 검색합니다. 문서를 필터링하려면Query API를 호출할 때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필터링하려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johnstiles@example.com.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SharePoint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룹 ID를 계산하십시오.

지역 단체용

1. 사이트 이름을 가져오세요. 예제: https://host.onmicrosoft.com/sites/siteName.
2. 사이트 이름의 SHA256 해시를 가져옵니다. 예: 430a6b90503eef95c89295c8999c7981.
3. SHA256 해시를 세로 막대 (|) 및 그룹 이름과 연결하여 그룹 ID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이름이 “사

이트 소유자”인 경우 그룹 ID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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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a6b90503eef95c89295c8999c7981|site owners"

Query API를 호출할Amazon Kendra 때 그룹 ID를_group_ids 속성으로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AWS CLI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kendra  query \ 
                --index-id index ID  
                --query-text "query text"  
                --attribute-filter '{ 
                   "EqualsTo":{ 
                     "Key": "_group_ids",  
                     "Value": {"StringValue": "430a6b90503eef95c89295c8999c7981|site 
 owners"} 
                  }}'

AD 그룹용

1. AD 그룹 ID를 사용하여 사용자 컨텍스트를 구성합니다.

Query API를 호출할Amazon Kendra 때 그룹 ID를_group_ids 속성으로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AWS CLI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aws kendra  query \ 
                --index-id index ID  
                --query-text "query text"  
                --attribute-filter '{ 
                   "EqualsTo":{ 
                     "Key": "_group_ids",  
                     "Value": {"StringValue": "AD group"} 
                  }}'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Quip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Quip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Quip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Quip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의 Quip에 있습니다. 사용자 이메일에서 Quip의 
ID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
링
Salesforce 데이터 소스는 Salesforce ACL (액세스 제어 목록) 엔티티로부터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반환합
니다. Salesforce 표준 개체 및 채터 피드에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지식 
문서에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 객체의 경우_user_id 및_group_ids 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_user_id—Salesforce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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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group_ids—
• 영업 인력의 이름Profile
• 영업 인력의 이름Group
• 영업 인력의 이름UserRole
• 영업 인력의 이름PermissionSet

채터 피드의 경우_user_id 및_group_ids 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_user_id—Salesforce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항목이 사용자 피드에 게시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 _group_ids—그룹 ID는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피드 항목이 채팅 또는 공동 작업 그룹에 게시된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채팅 그룹 또는 컬래버레이션 그룹의 이름입니다.
• 그룹이 공개 그룹인 경우PUBLIC:ALL.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rviceNow데이터 소스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
링
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ServiceNow 필터링은 TemplateConfiguration API 및 ServiceNow 커넥터 v2.0에서
만 지원됩니다. ServiceNowConfiguration API 및 ServiceNow 커넥터 v1.0.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ServiceNow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ServiceNow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그룹 및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group_ids—그룹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 ServiceNow 이들은 in의sys_ids
역할 이름에서 ServiceNow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설정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파일에 있습니다. ServiceNow 사용자 이메일에서 ID
로 매핑됩니다 ServiceNow.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Slack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Slack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Slack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옵니다.

Slack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user_id—사용자 ID는 액세스 권한이 설정된 Slack의 메시지 및 채널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 이메
일에서 Slack의 ID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Zendesk 데이터 소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Zendesk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 Zendesk 인스턴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mazon Kendra 가져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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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및 사용자 ID는 다음과 같이 매핑됩니다.

• _group_ids—그룹 ID는 액세스 권한이 설정된 Zendesk 티켓 및 문서에 있습니다. Zendesk의 그룹 이름
에서 매핑됩니다.

• _user_id—그룹 ID는 액세스 권한이 설정된 Zendesk 티켓 및 문서에 있습니다. 사용자 이메일에서 
Zendesk의 ID로 매핑됩니다.

AccessControlList필드에 항목을 2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쿼리 응답 및 응답 유형
Amazon Kendra다양한 쿼리 응답 및 응답 유형을 지원합니다.

쿼리 응답
Query API를 호출하면 검색 결과에 대한 정보가 반환됩니다. 결과는QueryResultItem (p. 1003) 객체 배열 
(ResultItems) 에 있습니다. 각QueryResultItem 항목에는 결과 요약이 포함됩니다. 쿼리 결과와 관련된 
문서 속성이 포함됩니다.

요약 정보

요약 정보는 결과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의 경우에 검색어와 일치하는 문서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또
한 응용 프로그램 출력에서 검색 텍스트를 강조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조 표시 정보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어가 Space Needle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요약 정보에는 높이 및 스페이스 니들 단
어의 텍스트 위치가 포함됩니다. 응답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쿼리 응답 및 응답 유
형 (p. 443).

문서 속성

각 결과에는 쿼리와 일치하는 문서의 문서 속성이 포함됩니다. 일부 속성은 사전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DocumentIdDocumentTitle, 및)DocumentUri. 다른 속성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사용자 지정 특성입
니다. 문서 속성을 사용하여Query API의 응답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성자가 작성한 문
서나 특정 버전의 문서만 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필터링 및 패싯 검색 (p. 426)을 참조하세요. 색
인에 문서를 추가할 때 문서 속성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정의 필드 또는 속성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쿼리 결과의 샘플 JSON 코드입니다. DocumentAttributes및 의 문서 속성을 기록해 둡니
다AdditionalAttributes.

{ 
    "QueryId": "query-id", 
    "ResultItems": [ 
        { 
            "Id": "result-id", 
            "Type": "ANSWER", 
            "AdditionalAttributes": [ 
                { 
                    "Key": "AnswerText", 
                    "ValueType": "TEXT_WITH_HIGHLIGHTS_VALUE", 
                    "Value": { 
                        "TextWithHighlightsValue": { 
                            "Text": "text", 
                            "Highlights": [ 
                                { 
                                    "BeginOffset": 55, 
                                    "EndOffse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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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Answer": false 
                                } 
                            ] 
                        } 
                    } 
                } 
            ], 
            "DocumentId": "document-id", 
            "DocumentTitle": { 
                "Text": "title" 
            }, 
            "DocumentExcerpt": { 
                "Text": "text", 
                "Highlights": [ 
                    { 
                        "BeginOffset": 0, 
                        "EndOffset": 300, 
                        "TopAnswer": false 
                    } 
                ] 
            }, 
            "DocumentURI": "uri", 
            "DocumentAttributes": [], 
            "ScoreAttributes": "score", 
            "FeedbackToken": "token" 
        }, 
        { 
            "Id": "result-id", 
            "Type": "ANSWER", 
            "Format": "TABLE", 
            "DocumentId": "document-id", 
            "DocumentTitle": { 
                "Text": "title" 
            }, 
            "TableExcerpt": { 
                "Rows": [{ 
                    "Cells": [{ 
                        "Header": true, 
                        "Highlighted": false, 
                        "TopAnswer": false, 
                        "Value": "value" 
                    }, { 
                        "Header": true, 
                        "Highlighted": false, 
                        "TopAnswer": false, 
                        "Value": "value" 
                    }, { 
                        "Header": true, 
                        "Highlighted": false, 
                        "TopAnswer": false, 
                        "Value": "value" 
                    }, { 
                        "Header": true, 
                        "Highlighted": false, 
                        "TopAnswer": false, 
                        "Value": "value" 
                    }] 
                }, { 
                    "Cells": [{ 
                        "Header": false, 
                        "Highlighted": false, 
                        "TopAnswer": false, 
                        "Value": "value" 
                    }, { 
                        "Header": false, 
                        "Highlight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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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Answer": false, 
                        "Value": "value" 
                    }, { 
                        "Header": false, 
                        "Highlighted": true, 
                        "TopAnswer": true, 
                        "Value": "value" 
                    }, { 
                        "Header": false, 
                        "Highlighted": false, 
                        "TopAnswer": false, 
                        "Value": "value" 
                    ]} 
                  }], 
                    "TotalNumberofRows": number
   }, 
            "DocumentURI": "uri", 
            "ScoreAttributes": "score", 
            "FeedbackToken": "token" 
        }, 
        { 
            "Id": "result-id", 
            "Type": "DOCUMENT", 
            "AdditionalAttributes": [], 
            "DocumentId": "document-id", 
            "DocumentTitle": { 
                "Text": "title", 
                "Highlights": [] 
            }, 
            "DocumentExcerpt": { 
                "Text": "text", 
                "Highlights": [ 
                    { 
                        "BeginOffset": 74, 
                        "EndOffset": 77, 
                        "TopAnswer": false 
                    } 
                ] 
            }, 
            "DocumentURI": "uri", 
            "DocumentAttributes": [ 
                { 
                    "Key": "_source_uri", 
                    "Value": { 
                        "StringValue": "uri" 
                    } 
                } 
            ], 
            "ScoreAttributes": "score", 
            "FeedbackToken": "token", 
        } 
    ], 
    "FacetResults": [], 
    "TotalNumberOfResults": number
}

응답 유형
Amazon Kendra세 가지 유형의 쿼리 응답을 반환합니다.

• 답변 (테이블 답변 포함)
• 문서
• 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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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유형은 QueryResultItem객체의Type 응답 필드에 반환됩니다.

정답
Amazon Kendra응답에서 하나 이상의 질문 답변을 발견했습니다. 팩토이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 묻
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는 어디입니까?) Amazon Kendra쿼리와 가장 일치
하는 인덱스의 텍스트를 반환합니다. 텍스트는AnswerText 필드에 있으며 응답 텍스트 내의 검색어에 대한 
하이라이트 정보를 포함합니다. AnswerText에는 강조 표시된 텍스트가 포함된 전체 문서 발췌문이 포함되
고 강조 표시된 텍스트가 있는 잘린 (290자) 문서 발췌문이DocumentExcerpt 포함됩니다.

Amazon Kendra문서당 하나의 답만 반환하며, 이 답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답입니다. 한 문서에서 여러 개의 
답을 반환하려면 문서를 여러 문서로 분할해야 합니다.

{ 
    'AnswerText': { 
        'TextWithHighlights': [ 
            { 
                'BeginOffset': 271, 
                'EndOffset': 279, 
                'TopAnswer': False 
            }, 
            { 
                'BeginOffset': 481, 
                'EndOffset': 489, 
                'TopAnswer': False 
            }, 
            { 
                'BeginOffset': 547, 
                'EndOffset': 555, 
                'TopAnswer': False 
            }, 
            { 
                'BeginOffset': 764, 
                'EndOffset': 772, 
                'TopAnswer': False 
            } 
        ], 
        'Text': 'Asynchronousoperationscan\n''alsoprocess
\n''documentsthatareinPDF''format.UsingPDFformatfilesallowsyoutoprocess''multi-
page\n''documents.\n''Forinformationabouthow''AmazonTextractrepresents
\n''documentsasBlockobjects, 
        ''seeDocumentsandBlockObjects.\n''\n''\n''\n''Forinformationaboutdocument''limits, 
        seeLimitsinAmazonTextract.
\n''\n''\n''\n''TheAmazonTextractsynchronous''operationscanprocessdocumentsstoredinanAmazon
\n''S3Bucketoryoucanpass''base64encodedimagebytes.\n''Formoreinformation, 
        
 see''CallingAmazonTextractSynchronousOperations.''Asynchronousoperationsrequireinputdocuments
\n''tobesuppliedinanAmazon''S3Bucket.' 
    }, 
    'DocumentExcerpt': { 
        'Highlights': [ 
            { 
                'BeginOffset': 0, 
                'EndOffset': 300, 
                'TopAnswer': False 
            } 
        ], 
        'Text': 'Asynchronousoperationscan\n''alsoprocess
\n''documentsthatareinPDF''format.UsingPDFformatfilesallowsyoutoprocess''multi-page
\n''documents.\n''ForinformationabouthowAmazon''Textractrepresents\n''' 
    }, 
    'Type': 'ANS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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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mazon Kendra검색어와 일치하는 문서의 순위가 매겨진 문서를 반환합니다. 순위는 검색 결과의 정
확성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합니다.Amazon Kendra 일치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가 에 반환됩니다
QueryResultItem. 문서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발췌문에는 검색 텍스트에 대한 하이라이트 정보와 문서에
서 일치하는 텍스트 섹션이 포함됩니다. 일치하는 문서의 URI는SourceURI 문서 속성에 있습니다. 다음 샘
플 JSON은 일치하는 문서의 문서 요약을 보여줍니다.

{ 
    'DocumentTitle': { 
        'Highlights': [ 
            { 
                'BeginOffset': 7, 
                'EndOffset': 15, 
                'TopAnswer': False 
            }, 
            { 
                'BeginOffset': 97, 
                'EndOffset': 105, 
                'TopAnswer': False 
            } 
        ], 
        'Text': 'AmazonTextractAPIPermissions: Actions, 
        \n''Permissions, 
        andResourcesReference-''AmazonTextract' 
    }, 
    'DocumentExcerpt': { 
        'Highlights': [ 
            { 
                'BeginOffset': 68, 
                'EndOffset': 76, 
                'TopAnswer': False 
            }, 
            { 
                'BeginOffset': 121, 
                'EndOffset': 129, 
                'TopAnswer': False 
            } 
        ], 
        'Text': '...LoggingandMonitoring\tMonitoring
\n''\tCloudWatchMetricsforAmazonTextract
\n''\tLoggingAmazonTextractAPICallswithAWSCloudTrail\n''\tAPIReference\tActions
\tAnalyzeDocument\n''\tDetectDocumentText\n''\tGetDocumentAnalysis...' 
    }, 
    'Type': 'DOCUMENT'
}

질문 및 답변
질문이 색인의 자주 묻는 질문 중Amazon Kendra 하나와 일치하면 질문 및 답변 응답이 반환됩니다. 응답에
는 QueryResultItem필드의 일치하는 질문 및 답변이 포함됩니다. 또한 쿼리 문자열에서 감지된 검색어에 대
한 하이라이트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음 JSON은 질문 및 답변 응답을 보여줍니다. 응답에는 질문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AnswerText': { 
        'TextWithHighlights': [ 
             
        ], 
        'Text': '605feet' 
    }, 

447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QueryResultItem.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QueryResultItem.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응답 튜닝 및 정렬

    'DocumentExcerpt': { 
        'Highlights': [ 
            { 
                'BeginOffset': 0, 
                'EndOffset': 8, 
                'TopAnswer': False 
            } 
        ], 
        'Text': '605feet' 
    }, 
    'Type': 'QUESTION_ANSWER', 
    'QuestionText': { 
        'Highlights': [ 
            { 
                'BeginOffset': 12, 
                'EndOffset': 18, 
                'TopAnswer': False 
            }, 
            { 
                'BeginOffset': 26, 
                'EndOffset': 31, 
                'TopAnswer': False 
            }, 
            { 
                'BeginOffset': 32, 
                'EndOffset': 38, 
                'TopAnswer': False 
            } 
        ], 
        'Text': 'whatistheheightoftheSpaceNeedle?' 
    }
}

색인에 질문 및 답변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AQ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응답 튜닝 및 정렬
관련성 조정을 통해 검색 관련성에 대한 필드 또는 속성의 효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속성이나 필드를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 튜닝
관련성 조정을 통해 검색 관련성에 대한 필드 또는 속성의 효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 튜닝을 빠르게 
테스트하려면 Query API를 사용하여 쿼리에 튜닝 구성을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다양한 구성에서 얻은 다양
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쿼리 수준에서의 관련성 조정은 콘솔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인덱스 수준에
서만 해당 유형의StringList 필드 또는 속성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 관련성 조정을
참조하세요.

기본적으로 쿼리 응답은 응답의 각 결과를Amazon Kendra 결정하는 관련성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다음 유형의 내장 또는 사용자 지정 속성/필드에 대한 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날짜 값
• Long Value
• 문자열 값

다음 유형의 속성은 정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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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 목록 값

문서 결과 순위 지정 및 조정 (AWSSDK)

Searchable매개 변수를 true로 설정하면 문서 메타데이터 구성이 향상됩니다.

쿼리에서 속성을 조정하려면Query API의DocumentRelevanceOverrideConfigurations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조정할 속성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다음 JSON 예제는 인덱스의 “부서”라는 속성에 대한 조정을 재정의하
는DocumentRelevanceOverrideConfigurations 객체를 보여줍니다.

"DocumentRelevanceOverrideConfigurations" : [ 
    "Name": "department", 
    "Relevance": { 
        "Importance": 1, 
        "ValueImportanceMap": { 
            "IT": 3, 
            "HR": 7 
        } 
    }
]

응답 정렬
Amazon Kendra는 정렬 속성이나 필드를 질의에서 반환된 문서에 대한 기준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
어, “_created_at”로 정렬된 쿼리에서 반환된 결과는 “_version”로 정렬된 쿼리와 동일한 결과를 포함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쿼리 응답은 응답의 각 결과를Amazon Kendra 결정하는 관련성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됩니다. 정
렬 순서를 변경하려면 문서 속성을 정렬 가능하게 만든 다음 해당 속성을 사용하여 응답을Amazon Kendra 
정렬하도록 구성하십시오.

다음 유형의 내장 또는 사용자 지정 속성/필드에 대한 결과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 날짜 값
• Long Value
• 문자열 값

다음 유형의 속성은 정렬할 수 없습니다.

• 문자열 목록 값

각 쿼리에서 하나의 문서 속성/필드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쿼리는 100개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정렬 속성이 
설정된 문서가 100개 미만인 경우 정렬 속성에 대한 값이 없는 문서가 쿼리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결과 끝에 반환됩니다.

문서 결과 정렬하기 (AWSSDK)

1. UpdateIndexAPI를 사용하여 속성을 정렬 가능하게 만들려면Sortable 파라
미터를 로 설정합니다true. 다음 JSON 예제에서는 “Department”라는 속성
을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인덱스에 추가하고 정렬 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합
니다.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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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Department", 
       "Type": "STRING_VALUE", 
       "Search": { 
           "Sortable": "true" 
       } 
   }
]

2. 쿼리에서 정렬 가능한 속성을 사용하려면 Query API의SortingConfiguration 파라미터를 설정합니
다. 정렬할 속성의 이름을 지정하고 응답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지 지정합니다.

다음 JSON 예제는 쿼리 결과를 “Department” 속성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데 사용하
는SortingConfiguration 매개 변수를 보여줍니다.

   "SortingConfiguration": {  
      "DocumentAttributeKey": "Department", 
      "SortOrder": "ASC" 
   }

문서 결과 정렬하기 (콘솔)

1. 콘솔에서 속성을 정렬 가능하게 만들려면 속성 정의에서 정렬 가능을 선택합니다. 속성을 만들 때 속성
을 정렬 가능하게 만들거나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콘솔에서 쿼리 응답을 정렬하려면 정렬 메뉴에서 응답을 정렬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소스 구성 중
에 정렬 가능으로 표시된 속성만 목록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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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관련성 조정
Amazon Kendra쿼리는 관련성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 검색 결과를 생성합니다. 인덱스의 검색 가능한 필드 
또는 속성이 모두 이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성 조정을 통해 검색 관련성에 대한 필드 또는 속성의 효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관련성 조정은 
인덱스에 대한 조정 구성을 설정하는 인덱스 수준에서 수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덱스 수준에서 설정된 구성을 
재정의하여 쿼리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 조정을 사용하면 쿼리에 필드 또는 속성과 일치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쿼리에 결과가 부스트됩
니다. 또한 일치하는 항목이 있을 때 문서가 받는 부스트의 양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Amazon Kendra 
조정으로 인해 쿼리 응답에 문서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문서의 관련성을 결정하는 데Amazon Kendra 사용
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색인의 특정 필드 또는 속성을 강화하여 특정 응답에 더 많은 중요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
가가 “re:Invent는 언제인가요?” 를 검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_last_update_at” 필드에서 문서 최
신성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연구 보고서 색인에서 “소스” 필드의 특정 데이터 원본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럼 및 기타 지원 지식 기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표 또는 조회수를 기반으로 문서를 강화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부스트를 결합하여 최근에 본 문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본 문서에도 부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Importance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문서가 받는 부스트의 양을 설정합니다. 필드 또는 속성이Importance
높을수록 문서의 관련성이 높아집니다. 인덱스를 조정하거나 쿼리 수준에서 조정할 때는 원하는 효과를 얻을 
때까지Importance 매개 변수의 값을 조금씩 늘리십시오. 검색 결과를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검색을 
수행하고 결과를 이전 쿼리와 비교하십시오.

날짜, 숫자 또는 문자열 속성을 지정하여 쿼리 수준에서 인덱스를 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
의 필드 또는 속성은 인덱스StringList 수준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필드 또는 속성에는 결과를 높
이는 시기에 대한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 날짜 필드 또는 속성 - 날짜 필드에는 세 가지 특정 기준Duration,Freshness 및 이RankOrder 있습니
다.
• Duration부스트가 적용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을 86400초 (즉, 하루) 로 설정하면 하

루가 지나면 부스트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부스트됩니다.
• Freshness필드 또는 속성에 문서를 적용할 때 문서의 최신 상태를 결정합니다. 만든 날짜 또는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필드에Freshness 적용하면 최근에 만들었거나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문서가 이전 문
서보다 “최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문서 1이 11월 14일에 작성되었고 문서 2가 11월 5일에 작
성된 경우 문서 1은 문서 2보다 “최신”입니다. 문서 1이 11월 14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고 문서 2
가 11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면 문서 2가 11월 20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문서가 새로워질수록 이 부스트는 더 많이 적용됩니다. 색인에는Freshness 필드가 한 개만 있을 수 있
습니다.

• RankOrder부스트가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적용됩니다. 지정하는ASCENDING 경우 이후 날짜가 
우선합니다. 지정한DESCENDING 경우 이전 날짜가 우선합니다.

• 숫자 필드 또는 속성 - 숫자 필드 또는 속성의 경우 필드 또는 속성의 관련성을 결정할 때Amazon Kendra 
사용해야 하는 순위 순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ASCENDING 경우 높은 숫자가 우선 적용됩니다. 
지정하는DESCENDING 경우 낮은 숫자가 우선합니다.

• 문자열 필드 또는 속성 - 문자열 필드 또는 속성의 경우 필드의 범주를 만들어 각 범주에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라는 필드나 속성을 늘리면 “HR”의 문서와 “법률”의 문서에 다른 부스
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필드 또는 속성을 강화할 수String 있습니다. 인덱스 수준에서
만StringList 필드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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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 레벨에서의 관련성 조정
콘솔을 사용하여 인덱스 세부 정보 또는 UpdateIndex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수준에서 필드 또는 속성의 관
련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_last_updated_at” 필드를 문서의Freshness 필드로 설정합니다.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 [ 
    { 
        "Name": "_last_updated_at", 
        "Type": "DATE_VALUE", 
        "Relevance": { 
            "Freshness": TRUE, 
            "Importance": 2 
        } 
    }
]

다음 예에서는 “부서” 필드의 여러 범주에 서로 다른 중요도를 적용합니다.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 [ 
    { 
        "Name": "department", 
        "Type": "STRING_VALUE", 
        "Relevance": { 
            "Importance": 2, 
            "ValueImportanceMap": { 
                "HR": 3, 
                "Legal": 1 
            } 
        } 
    }
]

쿼리 수준에서의 관련성 조정
Query API를 사용하여 쿼리 수준에서 필드 또는 속성의 관련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 수준에서의 관련성 조정은 콘솔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쿼리 수준에서 조정하면 각 테스트의 인덱스에서 조정 구성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성 
조정 테스트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쿼리에 조정 구성을 전달하여 문서의 관련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구성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쿼리에 전달된 구성은 인덱
스 수준에서 설정된 구성을 재정의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위의 예와 같이 인덱스 수준에서 설정된 각 부서 범주와 “부서” 필드에 적용된 중요도를 재정
의합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부서” 필드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으며 HR 부서보다 법률 부서가 더 
중요합니다.

"DocumentRelevanceOverrideConfigurations" : [ 
    { 
        "Name": "department", 
        "Type": "STRING_VALUE", 
        "Relevance": { 
            "Importance": 2, 
            "ValueImportanceMap": { 
                "H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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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8 
            } 
        } 
    }
]

453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검색 지표

검색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확보
Amazon KendraSearch Analytics를 사용하여 검색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사용자의 정보 검색을 성공적으
로 지원하는지 또는 실패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애널리틱스는 사용자가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과 검색 애플리케이션 구
성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GetSnapshotsAPI를 사용하거나 콘솔의 탐색 패널에
서 Analytics를 선택하여 지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GetSnapshots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에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콘솔에서 제공
하는 시각적 그래프가 포함된 메트릭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시간 경
과에 따른 사용자 행동의 추세 또는 패턴을 찾거나 검색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일별 쿼리 수가 일정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선 그래프는 채택 및 사용량이 증가했음을 나타
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급격한 하락은 조사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 지점을 연결하여 사용자가 정보를 쿼리하거나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 검색 결과에서 가장 많이 
클릭된 문서이고 가장 많이 검색된 쿼리는 '머신 러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사
용하는 기본 용어와 언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문서에 통합하거나 이러한 용어에 대한 사용자 지
정 동의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문서를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색 지표
검색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나 사용자가 검색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10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데
이터를 검색하려면 호출할 때 검색하려는 지표 데이터의 문자열 이름을 지정합니다GetSnapshots.

또한 지표 데이터를 보려면 시간 간격 또는 시간 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 창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
습니다.

• THIS_WEEK: 일요일에 시작하여 현재 날짜 전날에 끝나는 이번 주.
• ONE_WEEK_AGO: 이전 주,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 토요일에 끝납니다.
• TWO_WEEKS_AGO: 이전 주 이전 주,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 토요일에 끝납니다.
• THIS_MONTH: 해당 월의 첫 날에 시작하여 현재 날짜 전날에 끝나는 이번 달.
• ONE_MONTH_AGO: 매월 첫 번째 날짜에 시작됨
• TWO_MONTHS_AGO: 매월 첫 번째 날짜에 시작됨

콘솔에서 지원되는 시간 창은 이번 주, 이전 주, 이번 달, 이전 달입니다.

클릭률
검색 결과에서 특정 문서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쿼리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 애플리케이션 구
성이 사용자가 쿼리와 관련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반환하는 쿼리의 경우 사용자는 추가 정보를 보기 위해 문서를 클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the section called “즉각적인 응답 속도” (p. 455)을 참조하세요. 클릭스루 피드백이 수집되었는지
SubmitFeedback확인하려면 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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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클릭률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하십시
오AGG_QUERY_DOC_METRICS. 또한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
니다.

제로 클릭률
검색 결과에서 클릭이 0이 되는 쿼리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콘텐츠의 격차를 파악하여 관련 없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반환하는 쿼리의 경우 사용자는 추가 정보를 보기 위해 문서를 클
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즉각적인 응답 속도” (p. 455)을 참조하세
요. 또한 조정 구성과 같은 검색 설정은 문서가 검색 결과에 반환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제로 클릭률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하십시
오AGG_QUERY_DOC_METRICS. 또한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
니다.

검색 결과 요율
검색 결과가 0인 쿼리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콘텐츠의 격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련 검색 결과
가 없습니다.

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 비율이 0인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하십시
오AGG_QUERY_DOC_METRICS. 또한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
니다.

즉각적인 응답 속도
즉석 답변 또는 FAQ가 반환된 쿼리의 비율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에 있어 즉각적인 답변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즉시 응답률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다음과 같이 지정하
십시오AGG_QUERY_DOC_METRICS. 또한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위 검색어
사용자가 검색한 상위 100개 검색어 이를 통해 어떤 쿼리가 인기 있고 사용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정보의 종
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표에는 쿼리가 검색된 횟수, 문서에 대한 클릭스루의 비율, 문서에 대한 클릭스루가 없는 비율, 쿼리에 대
한 검색 결과의 평균 클릭 깊이, 쿼리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의 비율, 처음 10개의 평균 신뢰도가 포함됩니다.
쿼리에 대한 검색 결과

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상위 쿼리의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하십시
오QUERIES_BY_COUNT. 콘솔의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한 다음 쿼리 목록에서 상위 쿼리를 선택하
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클릭 수가 전혀 없는 상위 검색어
검색 결과에서 클릭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위 100개 검색어 이렇게 하면 일부 쿼리와 관련된 문서가 부족
하거나 검색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관련 없는 검색 결과를 반환하는 등 콘텐츠의 격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반환하는 쿼리의 경우 사용자는 추가 정보를 보기 위해 문서를 클릭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즉각적인 응답 속도” (p. 455)을 참조하세요.

지표에는 쿼리에서 클릭이 0회로 이어지는 횟수, 쿼리에 대한 제로 클릭 비율, 쿼리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비
율, 쿼리에 대한 첫 10개 검색 결과의 평균 신뢰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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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클릭 한 번으로 상위 쿼리의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
하십시오QUERIES_BY_ZERO_CLICK_RATE. 콘솔의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한 다음 쿼리 목록에서
상위 제로 클릭 쿼리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0인 상위 검색어
검색 결과가 0인 상위 100개 검색어 이렇게 하면 일부 쿼리와 관련된 문서가 없는 콘텐츠의 격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사용자가 특수 용어로 쿼리하여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동의어를 생성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표에는 쿼리에서 검색 결과가 0인 횟수, 쿼리에 대한 검색 결과가 0인 비율, 모든 쿼리와 비교한 쿼리 검색 
횟수의 비율이 포함됩니다.

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가 0인 상위 쿼리의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
하십시오QUERIES_BY_ZERO_RESULT_RATE. 콘솔의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한 다음 쿼리 목록에
서 상위 0개 결과 쿼리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클릭된 문서
검색 결과에서 가장 많이 클릭된 문서 상위 100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정보를 쿼리할 때 어떤 문서
나 검색 결과가 가장 관련성이 높은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표에는 문서를 클릭한 횟수, 문서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좋아요 수 (좋아요), 문서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싫
어요의 수 (싫어요) 가 포함됩니다.

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서 클릭한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하십시
오DOCS_BY_CLICK_COUNT. 콘솔의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한 다음 쿼리 목록에서 가장 많이 클릭
한 문서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총 검색어
사용자가 검색한 총 쿼리 수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검색 애플리케이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전체 쿼리의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하십시
오AGG_QUERY_DOC_METRICS. 또한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
니다.

총 문서
색인에 있는 총 문서 수입니다. 이를 통해 색인 크기를 총 쿼리 수와 비교하여 쿼리 볼륨에 적합한 문서 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GetSnapshotsAPI를 사용하여 전체 문서의 데이터를 검색하려면metricType as를 지정하십시
오AGG_QUERY_DOC_METRICS. 또한 탐색 패널에서 Analytics를 선택하여 콘솔에서 이 지표를 볼 수도 있습
니다.

지표 데이터 검색 예제
다음 코드는 이전 달의 상위 쿼리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예제입니다.

Console

이전 달의 인기 검색어를 검색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색인에서 색인을 선택한 다음 분석을 선택합니다.
2. 분석 페이지에서 이번 주 버튼을 선택하여 데이터 검색 기간을 이전 달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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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널리틱스 페이지의 쿼리 목록에서 상위 쿼리를 선택합니다.

CLI

이전 달의 인기 검색어를 검색하려면

aws kendra get-snapshots \
--index-id index-id \
--interval "ONE_MONTH_AGO" \
--metric-type "QUERIES_BY_COUNT"   

Python

이전 달의 인기 검색어를 검색하려면

import boto3  
  
kendra = boto3.client("kendra")  
  
index_id = "index-id"  
interval = "ONE_MONTH_AGO"  
metric_type = "QUERIES_BY_COUNT"  
  
snapshots_response = kendra.get_snapshots(  
    IndexId = index_id,  
    Interval = interval,  
    MetricType = metric_type  
)  
  
print("Top queries data: " + snapshots_response["snapshotsData"])

Java

이전 달의 인기 검색어를 검색하려면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GetSnapshots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GetSnapshotsResponse;

public class TopQueries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indexId = "indexID"; 
        String interval = "ONE_MONTH_AGO"; 
        String metricType = "QUERIES_BY_COUNT"; 

        GetSnapshotsRequest getSnapshotsRequest = GetSnapshotsRequest 
            .builder() 
            .indexId(indexId) 
            .interval(interval) 
            .metricType(metricType) 
            .build(); 

        GetSnapshotsResponse getSnapshotsResponse = 
 kendra.getSnapshots(GetSnapshots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op queries data: ", 
 getSnapshotsResponse.snapshots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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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부터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까지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는 원시 데이터에서 추출한 의미 있는 정보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결정을 안내하는 데 
사용됩니다. 메트릭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사용하려면 메트릭을 개별적
으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메트릭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클릭 수가 0개인 상위 검색어는 '현재 사용 가능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입니다. 그러나 즉시 응답
률도 100% 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검색 결과나 사용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를 클
릭하지 않고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클릭 횟수가 0개인 경우만 살펴본다면 전체 내용을 파
악할 수 없으며 이 쿼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 검색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성공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
습니다.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의 또 다른 예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검색 지표를 분석하여 고
객을 늘릴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클릭된 문서는 '사용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외에도 가장 
많이 검색된 쿼리는 대부분 오세아니아 지역의 제품 가용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응답의 일부로 
100% 의 즉각적인 답변률과 사용 가능한 지역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한 높은 클릭률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
당 지역에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검색 분석 시각화 및 보고
시각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 또는 패턴을 찾아볼 수 있는 추세 데이터를 포함하는 다섯 가지 지표가 있
습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추세 데이터의 그래프가 제공됩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추세 데이터를 검
색하여 자체 그래프 또는 시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콘솔에 있는 대부분의 그래프는 선택한 기간 동안의 일
별 데이터 포인트를 표시합니다.

콘솔은 보고 싶은 그래프와 상위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Analytics 홈 페이지에
서 내보내기를 선택하여 대시보드에 표시된 지표를 CSV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비
즈니스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표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총 쿼리 그래프
하루에 실행된 쿼리 수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일일 사용자 참여 패턴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사용자 참여도가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검색 애플리케이션 충돌이나 웹사이트 문제로 
인해 쿼리가 0개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지정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TREND_QUERY_DOC_METRICS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직접 만들거나 콘솔에 제공된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률 그래프
일일 클릭스루 비율의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일일 클릭률의 패턴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릭
률의 꾸준한 증가 또는 감소 또는 클릭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각적인 답변의 감소 등이 그 예입니
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지정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TREND_QUERY_DOC_METRICS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직접 만들거나 콘솔에 제공된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 클릭률 그래프
일일 제로 클릭 비율의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일일 제로 클릭률의 패턴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로 클릭률의 꾸준한 증가 또는 감소 또는 제로 클릭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각적인 답변의 증가 등
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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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지정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TREND_QUERY_DOC_METRICS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직접 만들거나 콘솔에 제공된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 검색 결과 비율 그래프
일별 검색 결과 0개 비율의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일별 0개 검색 결과 비율의 패턴을 시각화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검색 결과 0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색인의 문서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검색 
결과 0개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지정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TREND_QUERY_DOC_METRICS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직접 만들거나 콘솔에 제공된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석 응답률 그래프
즉각적인 답변이나 FAQ가 반환된 쿼리의 비율을 보여주는 선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일일 즉석 응답
률의 패턴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는 질문-답변 유형 쿼리의 꾸준한 증가 또는 감소 또는 즉각
적인 답변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클릭률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지정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TREND_QUERY_DOC_METRICS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직접 만들거나 콘솔에 제공된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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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학습을 위한 피드백 제출
Amazon Kendra증분 학습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개선합니다. 증분 학습은 쿼리의 피드백을 사용하여 순위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검색 결과를 최적화하여 정확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의료 혜택”이라는 문구를 검색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목록에서 두 번째 결
과를 일관되게 선택하면 시간이Amazon Kendra 지남에 따라 해당 결과가 1위 결과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부스트가 감소하므로 사용자가 결과 선택을 중단하면Amazon Kendra 결국 해당 결과가 제거되고 
대신 더 인기 있는 다른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련성, 연령 및 내용에 따라 결과의Amazon Kendra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색인과 지원되는 모든 문서 유형에 대해 증분 학습이 활성화됩니다.

Amazon Kendra피드백을 제공하는 즉시 학습을 시작하지만 피드백 결과를 확인하는 데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에서는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즉AWS 콘솔, 검색 결과 페이지에 
포함할 수 있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두 가지 유형의 사용자 피드백을 수락합니다.

• 클릭 - 사용자가 선택한 쿼리 결과에 대한 정보입니다. 피드백에는 결과 ID와 검색 결과가 선택된 날짜 및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가 포함됩니다.

클릭 피드백을 제출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의 활동에서 클릭 정보를 수집한 다음 해당 정보를 에 
제출해야Amazon Kendra 합니다. 콘솔, JavaScript 라이브러리 및Amazon Kendra API를 사용하여 클릭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관련성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결과의 관련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피드백에는 결과 ID와 관
련성 지표 (RELEVANT또는NOT_RELEVANT) 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관련성 정보를 결정합니다.

관련성 피드백을 제출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쿼리 결과에 대한 적절한 관련성을 선택한 다음 
해당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제공해야Amazon Kendra 합니다. 콘솔과Amazon Kendra 
API를 통해서만 관련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인덱스가 활성 상태일 때 사용됩니다. 피드백은 제출된 색인에만 영향을 미치며 여러 색인이나 다
른 계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mazon Kendra색인을 쿼리할 때 추가 사용자 컨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용자 컨텍스트를 제공하면 피
드백이 단일 사용자에 의해Amazon Kendra 제공되는지 아니면 여러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지 구분하고 그
에 따라 검색 결과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를 제공하면 쿼리에 대한 피드백이 컨텍스트에 제공된 특정 사용자와 연결됩니다. 사용자 컨
텍스트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쿼리를 그룹화하고 집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문자 ID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나 방문자 ID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피드백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다른 익명 피드백과 함께 
집계됩니다.

다음 코드는 사용자 컨텍스트를 토큰 또는 방문자 ID로 포함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response = kendra.query(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UserToken = { 
        Token = "token" 
    }) 
     
    OR 
     
    response = kendra.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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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Text = query, 
    IndexId = index, 
    VisitorId = "visitor-id")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쿠키, 위치 또는 브라우저 사용자를 사용하여 각 사용자의 방문자 ID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가장 많은 양의 쿼리인 헤드 쿼리의 경우 클릭스루 피드백을 제공하면 전체 정확도를 높이는 데 충분한 정보
가 제공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테일 쿼리의 경우 주제 전문가가 관련 및 관련 없는 피드백을 제출하여 해당 
쿼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합니다.

콘솔 외에도 JavaScript 라이브러리 또는SubmitFeedback (p. 794) API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수집에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쿼리를 작성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드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제
• Amazon Kendra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출 (p. 461)
• Amazon KendraAPI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출 (p. 463)

Amazon Kendra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출

Amazon Kendra검색 결과 페이지에 클릭 피드백을 추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제
공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스크립트 태그를 클라이언트 코드에 삽입한 다음 
결과 목록의 각 문서 링크에 정보를 추가합니다. 사용자가 문서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선택하면 클릭 정보가 
로 전송됩니다Amazon Kendra.

라이브러리는 JavaScript 버전 ES6/ES201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작동합니다.

1단계:Amazon Kendra 검색 애플리케이션에 스크립트 
태그 삽입
Amazon Kendra검색 결과를 렌더링하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script>태그를 삽입하고 JavaScript 라이브러
리에 대한 참조를 추가합니다.

<script> 
 (function(w, d, s, c, g, n) { 
   if(!w[n]) { 
     w[n] = w[n] || function () { 
           (w[n].q = w[n].q || []).push(arguments); 
     } 
     w[n].st = new Date().getTime(); 
     w[n].ep = g; 
     var e = document.createElement(s), 
         j = document.getElementsByTagName(s)[0]; 
     e.async = 1; 
     e.src = c; 
     e.type = 'module'; 
     j.parentNode.insertBefore(e, j); 
   } 
 })(window, document, 'script',  
 'library download URL',  
 'feedback endpoint', 
 'kendraFeedback');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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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케이션에 스크립트 태그 삽입

스크립트는Amazon Kendra 호스팅된 CDN에서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비동기적으로 다운로드하고 선택
적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kendraFeedback 있는 이라는 글로벌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 #### URL 및 ### ######Amazon Kendra 인덱스를 호스팅하는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식별자로 
바꾸십시오.

리전(Region) URL 다운로드 피드백 엔드포인트

us-east-1 https://
d2zm0lpns956f8.cloudfront.net/
ksf-v1.js

https://ujxwp5s92h.execute-
api.us-east-1.amazonaws.com/
prod/submit

us-east-2 https://
d2crv7fufeg244.cloudfront.net/
ksf-v1.js

https://i6h76zwzf3.execute-
api.us-east-2.amazonaws.com/
prod/submit

us-west-2 https://
d2iezfpnpcoujy.cloudfront.net/ksf-
v1.js

https://wg6nim909c.execute-
api.us-west-2.amazonaws.com/
prod/submit

ca-central-1 https://
d1zbkfomowykaq.cloudfront.net/
ksf-v1.js

https://budi8txevj.execute-api.ca-
central-1.amazonaws.com/prod/
submit

eu-west-1 https://
d3gptlxtulu4us.cloudfront.net/ksf-
v1.js

https://po2b11740b.execute-
api.eu-west-1.amazonaws.com/
prod/submit

ap-southeast-1 https://
d1vvuam7g4taoe.cloudfront.net/
ksf-v1

https://9je5uw7t5l.execute-api.ap-
southeast-1.amazonaws.com/
prod/submit

ap-southeast-2 https://
dopqntoe6z0ce.cloudfront.net/
ksf-v1.js

https://oovf4nvjj7.execute-api.ap-
southeast-2.amazonaws.com/
prod/submit

ap-south-1 https://
d1ts9ouelsmk3g.cloudfront.net/
ksf-v1.js

https://k1abnmd43b.execute-
api.ap-south-1.amazonaws.com/
prod/submit

ap-northeast-1 https://
d3w0ybsa293kb4.cloudfront.net/
ksf-v1.js

https://wg7rz0uzjh.execute-
api.ap-
northeast-1.amazonaws.com/
prod/submit

예를 들어 색인이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에 있는 경우 ##### #### URL#https://
d2zm0lpns956f8.cloudfront.net/ksf-v1.js 이고 ### ###### 입니다https://
ujxwp5s92h.execute-api.us-east-1.amazonaws.com/prod/submit.

Amazon Kendra JavaScript 라이브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적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isableCookies—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쿠키를Amazon Kendra 설정합니다. 쿠키
를true 비활성화하려면 이 값을 로 설정하십시오.

kendraFeedback('disableCookie', 'true | false');

searchDivClassName—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 페이지의 모든 링크에 대한 클릭을Amazon Kendra 모니
터링합니다. 지정된 클래스의 링크만 모니터링하려면 이 이름을<div> 클래스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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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draFeedback('searchDivClassName', 'class name');

2단계: 검색 결과에 피드백 토큰 추가
결과 페이지에서 쿼리 응답의 문서 링크가 포함된 앵커 태그 또는 직계 상위 div 태그에data-kendra-
token 호출되는 HTML 속성을 추가합니다. 예시:

<a href="document location" data-kendra-token="feedback token value"></a>
OR
<div data-url="document location" data-kendra-token="feedback token value"></div>

쿼리 응답에는feedbackToken 필드에 토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큰은 사용자가 선택한 응답을 고유하
게 식별합니다. 토큰의 값을data-kendra-token 속성에 할당합니다. Amazon Kendra JavaScript 라이브
러리는 사용자가 결과를 선택하고Amazon Kendra 엔드포인트에 피드백으로 제출할 때 이 토큰을 찾습니다.

Amazon Kendra JavaScript 라이브러리는 피드백 토큰과 기타 메타데이터 (예: 결과 선택 시간 및 고유 방문
자 ID) 만 제출합니다.

3단계: 피드백 스크립트 테스트
JavaScript 라이브러리가 올바르게 구성되고 올바른 엔드포인트로 피드백을 보내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이 예시에서는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1. 브라우저에서 웹 개발자 도구를 엽니다. Chrome에서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Chrome 메뉴를 열고
추가 도구를 선택한 다음 개발자 도구를 선택합니다.

2. 콘솔 탭에Amazon Kendra JavaScript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3. 검색하고 원하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에서 피드백 엔드포인트로 전송된 요청, 

결과 토큰 및 200 OK 상태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Amazon KendraAPI를 사용하여 피드백 제출
Amazon KendraAPI를 사용하여 쿼리 피드백을 제출하려면SubmitFeedback (p. 794) API를 사용하십시오. 
쿼리를 식별하려면 쿼리가 적용되는 인덱스와IndexIDQuery (p. 779) API의 응답에QueryId 반환되는 인
덱스를 입력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Amazon Kendra API를 사용하여 클릭 및 관련성 피드백을 제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lickFeedbackItems및RelevanceFeedbackItems 배열을 통해 여러 피드백 세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
다. 이 예시에서는 한 번의 클릭과 단일 관련성 피드백 항목을 제출합니다. 피드백 제출은 현재 시간을 사용
합니다.

검색을 위한 피드백 제출하기 (AWSSDK)

1. 다음 코드를 사용하여 다음 값을 변경합니다.

a. index id—쿼리가 적용되는 인덱스의 ID를 변경합니다.
b. query id—피드백을 제공하려는 쿼리로 변경합니다.
c. result id—피드백을 제공하려는 쿼리 결과의 ID를 변경합니다. 쿼리 응답에는 결과 ID가 포함됩

니다.
d. relevance valueRELEVANT—( 쿼리 결과는 관련이 있음) 또는NOT_RELEVANT (쿼리 결과는 관

련이 없음) 중 하나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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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import boto3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 Provide the index ID
index_id = "index-id"
# Provide the query ID
query_id = "query-id"
# Provide the search result ID
result_id = "result-id"

# Configure the feedback item
feedback_item = {"ClickTime": int(time.time()), 
    "ResultId":result_id}

# Configure the relevance value
relevance_value = "RELEVANT"
relevance_item = {"RelevanceValue": relevance_value, 
    "ResultId": result_id 
    }

response = kendra.submit_feedback( 
    QueryId = query_id, 
    IndexId = index_id, 
    ClickFeedbackItems = [feedback_item], 
    RelevanceFeedbackItems = [relevance_item]
)

print("Submitted feedback for query: " + query_id)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java.time.Insta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lickFeedback;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RelevanceFeedback;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RelevanceTyp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ubmitFeedback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ubmitFeedbackResponse;

public class SubmitFeedback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ubmitFeedbackRequest submitFeedbackRequest = SubmitFeedbackRequest 
            .builder() 
            .indexId("anIndexId") 
            .queryId("aQueryId") 
            .clickFeedbackItems( 
                ClickFeedback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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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ckTime(Instant.now()) 
                .resultId("aResultId") 
                .build()) 
            .relevanceFeedbackItems( 
                RelevanceFeedback 
                .builder() 
                .relevanceValue(RelevanceType.RELEVANT) 
                .resultId("aResultId") 
                .build()) 
            .build(); 

        SubmitFeedbackResponse response = 
 kendra.submitFeedback(submitFeedbackRequest); 

        System.out.println("Feedback is submitted"); 
    }
}

2. 코드를 실행합니다. 피드백이 제출되면 코드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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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에 사용자 지정 동의어 추가
색인에 사용자 지정 동의어를 추가하려면 사전 파일에서 동의어를 지정합니다. 동의어를 사용할 때 비즈니
스 관련 용어나 특수 용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Amazon Kendra Amazon Kendra와 같은leader, head 일
반 영어 동의어는 사전 파일에 내장되므로 사전 파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Amazon Kendra는 응답 유
형QUESTION_ANSWER 및/또는ANSWER 응답 유형을 포함하는 모든DOCUMENT 응답 유형에 대한 동의어를 지
원합니다. Amazon Kendra현재 스톱워드로 플래그가 지정된 동의어 추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future 릴리
스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Amazon Kendra동의어 간의 상관 관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동의어Dynamo, Amazon DynamoDB 쌍을 
사용하면 Dynamo와Amazon Kendra 상호Amazon DynamoDB 연관됩니다. “다이나모란 무엇인가?” 라는 쿼
리 그런 다음 “What isAmazon DynamoDB?” 와 같은 문서를 반환합니다. 동의어를 사용하면 상관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사전 파일은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인덱스에 사전 추가 (p. 468)를 참조하세요.

사전 파일은 Solr 동의어 형식을 사용합니다. Amazon Kendra인덱스당 사전 수는 제한됩니다. 할당량을 참조
하십시오.

동의어는 다음 시나리오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영어 동의어가 아닌 특수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용어
• 복잡한 의미상의 연관성을 가진 고유 명사. 이들은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학습에서 말이죠cost, loss, model performance.
• 다양한 형태의 제품 이름 (예:)Elastic Compute Cloud, EC2.
• 도메인별 또는 비즈니스별 용어 (예: 제품 이름). 예: Route53, DNS.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동의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영어 동의어leader, head. 이러한 동의어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이
러한 시나리오에서 동의어를 사용하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쇄상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teh => the.
• 명사의 복수형 및 소유격, 형용사의 비교 및 최상형, 과거 시제, 과거 분사 및 점진적 형태의 동사와 같은 형

태학적 변형. 비교 형용사와 최상급 형용사의 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good, better, best.
• Unigram (한 단어) 은 다음과 같은 단어를WHO 중지합니다. Unigram 불용어는 사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색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는 거부됩니다. W.H.O.그러
나 동의어 용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불용어는 여러 단어로 된 동의어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of 는 허용되지 않지만United States of America 수락됩니다.

사용자 지정 동의어를 사용하면 비즈니스별 동의어를 포함하도록 쿼리를 확장하여 비즈니스별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쉽게 높일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동의어를 사용하면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를 최
적화하려면 동의어가 지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어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은 쿼리에서 동의어와 일치하고 확장되는 용어가 많을수록 지연 시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연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으로는 인덱싱된 문서의 평균 크기, 
인덱스 크기, 검색 결과의 필터링,Amazon Kendra 인덱스의 전체 로드 등이 있습니다. 동의어와 일치하지 않
는 쿼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동의어가 지연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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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지연 시간 증가*

각각 3~5단어로 구성된 일반적인 자연어 또는 키워
드 쿼리

쿼리 용어 1개를 동의어 3개로 확장

약 500,000개 문서 색인 (문서당 추출된 텍스트의 
평균 10.48KB) 또는 30,000개의 FAQ/질문 쌍으로 
구성된 인덱스

15% 미만

* 성능은 인덱스의 특정 동의어 및 구성 사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사용 사례에 맞는 더 정확한 벤치마크
를 얻으려면 검색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전이 크고 장기 확장 비율이 높으며 지연 시간 증가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사전을 다듬어 확장 비율 (용어당 동의어 수) 을 줄이세요.
• 용어의 전체 범위를 줄이세요 (사전의 줄 수).

또는 프로비저닝 용량 (가상 스토리지 유닛) 을 늘려 지연 시간 증가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사전 파일 만들기 (p. 467)
• 인덱스에 사전 추가 (p. 468)
• 동의어 사전 업데이트 (p. 471)
• 사전 삭제 (p. 474)
• 검색 결과 하이라이트 (p. 475)

사전 파일 만들기
Amazon Kendra사전 파일은 Solr 동의어 목록 형식의 동의어 목록을 포함하는 UTF-8로 인코딩된 파일입니
다. 사전 파일은 5MB 미만이어야 합니다.

동의어 매핑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양방향 동의어는 쉼표로 구분된 용어 목록으로 지정됩니다. 토큰이 용어 중 하나와 일치하면 원래 토큰을 
포함하여 목록의 모든 용어가 대체됩니다.

• 단방향 동의어는 쉼표로 구분된 두 개의 용어 목록으로 지정되며 그 사이에 “=>” 기호가 있습니다. 토큰이 
왼쪽에 있는 단어와 일치하면 오른쪽 목록이 대체됩니다. 매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능합니다.

동의어 자체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만 토큰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ML => Machine 
Learning 사용자가 “ML” 또는 “ml”을 쿼리하거나 다른 대소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Machine Learning”에 
매핑됩니다. 반대로 매핑하면 “기계 학습”이나 “기계 학습” 또는 다른 경우가 “ML”에 매핑됩니다.Machine 
Learning => ML

다음 예제는 에 대한 샘플AWS 설명서의 동의어가 포함된 사전 파일을 보여줍니다Amazon Kendra. 각 줄에
는 하나의 동의어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어는 특수 문자를 정확히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를 검색하면 Kendra 문서를 해당 구문과 일치시킵니다dead letter queue.dead-letter-queue 빈 줄
과 설명은 무시됩니다.

467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인덱스에 사전 추가

# Lines starting with pound are comments and blank lines are ignored.

# Synonym relationships can be defined as unidirectional or bidirectional relationships.

# Unidirection relationships are represented by any term sequence  
# on the left hand side (LHS) of "=>" followed by synonyms on the right hand side (RHS)
CodeStar => AWS CodeStar
# This will map CodeStar to AWS CodeStar, but not vice-versa

# Multiple synonym relationships may be defined in one line as well by comma seperation.
autoscaling group, ASG => Auto Scaling group, autoscaling
# The above is equivalent to:
# autoscaling group => Auto Scaling group, autoscaling
# ASG => Auto Scaling group, autoscaling

# Bi-directional synonyms are comma separated terms with no "=>"
DNS, Route53, Route 53
# DNS, Route53, and Route 53 map to one another and are interchangeable at match time
# The above is equivalent to:
# DNS => Route53, Route 53
# Route53 => DNS, Route 53
# Route 53 => DNS, Route53

# Simple bi-directional
ML => Machine Learning
Machine Learning => ML

# Overlapping LHS terms will be merged
Beta => Alpha
Beta => Gamma
Beta, Delta
# is equivalent to:
# Beta => Alpha, Gamma, Delta
# Delta => Beta

# Synonym rule count is the total number of lines defining synonym relationships
# Term count is the total number of unique terms for all rules.  
# This thesaurus has a synonym rule count of 6 and a term count of 18.  
# Comments and blanks lines do not count.

이 예에는 6개의 규칙과 18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각 줄에는 하나의 동의어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의어는 특수 문자를 정확히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를 검색하면 Kendra 데드 레터 대기열과 일치
하는 문서를 검색합니다. dead-letter-queue 빈 줄과 설명은 무시됩니다. 일부 규칙은 무시됩니다. 예를 들
어,a => b 는 규칙이지만a => a 무시되고 규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동의어는 특수 문자를 정확히 일
치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를 검색하면dead letter queue (하이픈 없음) 이 포함된 문서와 일치합니
다.dead-letter-queueAmazon Kendra 사전당 최대 10,000개의 동의어 규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 수는 사전 파일에 있는 고유한 용어 수입니다. 이 예제의 용어는AWS CodeStar,,,autoscaling 
group,asg,Auto Scaling groupautoscaling,DNS,Route53,Route 53,dns,route53,route 
53,beta,Alpha,GammaDelta, 및delta 입니다. 용어당 동의어를 10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할당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에 대한 할당량 (p. 560)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인덱스에 사전 추가
다음 절차는 동의어가 포함된 동의어 사전 파일을 인덱스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업데이트된 사전 
파일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최대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전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사전 파일 만들기 (p.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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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사전을 추가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동의어 목록을 추가할 색인인 동의어 사전에서 동의어를 선택합니다.
2. 동의어 페이지에서 사전 추가를 선택합니다.
3. 사전 정의에서 사전의 이름과 설명 (선택 사항) 을 입력합니다.
4. 사전 설정에서 사전 파일의Amazon S3 경로를 입력합니다. 파일은 5MB 미만이어야 합니다.
5. IAM 역할의 경우 역할을 선택하거나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하고 역할 이름을 지정하여 새 역할을 생

성합니다. Amazon Kendra이 역할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대신하여Amazon S3 리소스에 액세스합니
다. IAM 역할의 접두사는 "AmazonKendra- “입니다.

6. [Save] 를 선택하여 구성을 저장하고 사전을 추가합니다. 사전이 수집되면 활성화되고 동의어가 결
과에 강조 표시됩니다. 사전 파일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최대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CLI

를 사용하여 색인에 동의어 사전을 추가하려면AWS CLIcreate-thesaurus 다음을 호출하십시오.

aws kendra create-thesaurus \
--index-id index-id \
--name "thesaurus-name" \
--description "thesaurus-description" \
--source-s3-path "Bucket=bucket-name,Key=thesaurus/synonyms.txt" \
--role-arn role-arn

사전 목록을list-thesauri 보려면 전화하세요.

aws kendra list-thesauri \
--index-id index-id

사전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다음으로describe-thesaurus 전화하십시오.

aws kendra describe-thesaurus \
--index-id index-id \
--index-id thesaurus-id

사전 파일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최대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Create a thesaurus")

thesaurus_name = "thesaurus-name"
thesaurus_description = "thesaurus-description"
thesaurus_role_arn = "role-arn"

index_id = "index-id"

s3_bucket_name = "bucket-name"
s3_key = "thesaurus-file"
source_s3_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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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et': s3_bucket_name, 
    'Key': s3_key
}

try: 
    thesaurus_response = kendra.create_thesaurus( 
        Description = thesaurus_description, 
        Name = thesaurus_name, 
        RoleArn = thesaurus_role_arn, 
        IndexId = index_id, 
        SourceS3Path = source_s3_path 
    ) 

    pprint.pprint(thesaurus_response) 

    thesaurus_id = thesaurus_response["Id"] 

    print("Wait for Kendra to create the thesaurus.") 

    while True: 
        # Get thesaurus description 
        thesaurus_description = kendra.describe_thesaurus( 
            Id = thesaurus_id, 
            IndexId = index_id 
        ) 
        # If status is not CREATING quit 
        status = thesaurus_description["Status"] 
        print("Creating thesaurus. Status: " + status) 
        if status != "CREATING": 
            break 
        time.sleep(60)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Thesaurus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CreateThesaurus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Thesaurus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Thesaurus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3Path;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ThesaurusStatus;

public class CreateThesaurus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thesaurusName = "thesaurus-name"; 
    String thesaurusDescription = "thesaurus-description"; 
    String thesaurusRoleArn = "role-arn"; 

    String s3BucketName = "bucket-name"; 
    String s3Key = "thesaurus-file"; 
    String indexId = "index-i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Creating a thesaurus named %s", thesaurusName)); 
    CreateThesaurusRequest createThesaurusRequest = CreateThesaurusRequest 

470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동의어 사전 업데이트

        .builder() 
        .name(thesaurusName) 
        .indexId(indexId) 
        .description(thesaurusDescription) 
        .roleArn(thesaurusRoleArn) 
        .sourceS3Path(S3Path.builder() 
            .bucket(s3BucketName) 
            .key(s3Key) 
            .build()) 
        .build(); 
    CreateThesaurusResponse createThesaurusResponse = 
 kendra.createThesaurus(createThesaurus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Thesaurus response %s", 
 createThesaurusResponse)); 

    String thesaurusId = createThesaurusResponse.i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until the thesaurus with ID %s is 
 created.", thesaurusId)); 

    while (true) { 
      DescribeThesaurusRequest describeThesaurusRequest = 
 DescribeThesaurusRequest.builder() 
          .id(thesaurusId) 
          .indexId(indexId) 
          .build(); 
      DescribeThesaurusResponse describeThesaurusResponse = 
 kendra.describeThesaurus(describeThesaurusRequest); 
      ThesaurusStatus status = describeThesaurusResponse.status(); 
      if (status != ThesaurusStatus.CREATING) { 
        break; 
      } 

      TimeUnit.SECONDS.sleep(60); 
    } 

    System.out.println("Thesaurus creation is complete."); 
  }
}

동의어 사전 업데이트
사전을 만든 후 사전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전 이름 및 IAM 정보와 같은 세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사전 파일 Amazon S3 경로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파일의 경로를 변경하면 는 기존 
사전을 업데이트된 경로에 지정된 사전으로Amazon Kendra 바꿉니다.

업데이트된 사전 파일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최대 3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Note

사전 파일에 유효성 검사 또는 구문 오류가 있는 경우 이전에 업로드한 사전 파일이 보존됩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사전 세부 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onsole

사전 세부 정보를 수정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수정하려는 인덱스 에서 동의어 를 선택합니다.
2. 동의어 페이지에서 수정하려는 사전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3. 사전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사전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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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사항) 사전 파일 경로 변경을 선택한 다음 새 사전 파일의Amazon S3 경로를 지정합니다. 
기존 사전 파일은 지정한 파일로 대체됩니다. 경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 경로에서 사전을
Amazon Kendra 다시 로드합니다.

현재 사전 파일 유지를 선택하면 사전 파일이 다시 로드되지Amazon Kendra 않습니다.
5. Save를 선택하여 구성을 저장합니다.

기존 사전 경로에서 사전을 다시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경로에서 사전을 다시 로드하려면

1. 왼쪽 탐색 창의 수정하려는 인덱스 에서 동의어 를 선택합니다.
2. 동의어 페이지에서 다시 로드하려는 사전을 선택한 다음 [Reload] 를 선택합니다.
3. 사전 파일 다시 로드 페이지에서 사전 파일을 다시 로드할지 확인합니다.

CLI

사전을 업데이트하려면 다음으로update-thesaurus 전화하십시오.

aws kendra update-thesaurus \
--index-id index-id \
--name "thesaurus-name" \
--description "thesaurus-description" \
--source-s3-path "Bucket=bucket-name,Key=thesaurus/synonyms.txt" \
--role-arn role-arn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Update a thesaurus")

thesaurus_name = "thesaurus-name"
thesaurus_description = "thesaurus-description"
thesaurus_role_arn = "role-arn"

thesaurus_id = "thesaurus-id"
index_id = "index-id"

s3_bucket_name = "bucket-name"
s3_key = "thesaurus-file"
source_s3_path= { 
    'Bucket': s3_bucket_name, 
    'Key': s3_key
}

try: 
    kendra.update_thesaurus( 
        Id = thesaurus_id, 
        IndexId = index_id, 
        Description = thesaurus_description, 
        Name = thesaurus_name, 
        RoleArn = thesaurus_role_arn, 
        SourceS3Path = source_s3_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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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Wait for Kendra to update the thesaurus.") 

    while True: 
        # Get thesaurus description 
        thesaurus_description = kendra.describe_thesaurus( 
            Id = thesaurus_id, 
            IndexId = index_id 
        ) 
        # If status is not UPDATING quit 
        status = thesaurus_description["Status"] 
        print("Updating thesaurus. Status: " + status) 
        if status != "UPDATING": 
            break 
        time.sleep(60)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UpdateThesaurus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Thesaurus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scribeThesaurus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S3Path;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ThesaurusStatus;

public class UpdateThesaurus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thesaurusName = "thesaurus-name"; 
    String thesaurusDescription = "thesaurus-description"; 
    String thesaurusRoleArn = "role-arn"; 

    String s3BucketName = "bucket-name"; 
    String s3Key = "thesaurus-file"; 

    String thesaurusId = "thesaurus-id"; 
    String indexId = "index-id"; 

    UpdateThesaurusRequest updateThesaurusRequest = UpdateThesaurusRequest 
        .builder() 
        .id(thesaurusId) 
        .indexId(indexId) 
        .name(thesaurusName) 
        .description(thesaurusDescription) 
        .roleArn(thesaurusRoleArn) 
        .sourceS3Path(S3Path.builder() 
            .bucket(s3BucketName) 
            .key(s3Key) 
            .build()) 
        .build(); 
    kendra.updateThesaurus(updateThesaurusRequest);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until the thesaurus with ID %s is 
 updated.", thesauru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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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new source s3 path requires re-consumption by Kendra  
    // and so can take as long as a Create Thesaurus operation 
    while (true) { 
      DescribeThesaurusRequest describeThesaurusRequest = 
 DescribeThesaurusRequest.builder() 
          .id(thesaurusId) 
          .indexId(indexId) 
          .build(); 
      DescribeThesaurusResponse describeThesaurusResponse = 
 kendra.describeThesaurus(describeThesaurusRequest); 
      ThesaurusStatus status = describeThesaurusResponse.status(); 
      if (status != ThesaurusStatus.UPDATING) { 
        break; 
      } 

      TimeUnit.SECONDS.sleep(60); 
    } 

    System.out.println("Thesaurus update is complete."); 
  }
}

사전 삭제
다음 절차는 사전을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Console

1. 왼쪽 탐색 창의 수정하려는 인덱스 에서 동의어 를 선택합니다.
2. 동의어 페이지에서 삭제할 사전을 선택합니다.
3. 사전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삭제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확인합니다.

CLI

를 사용하여 색인에서 동의어 사전을 삭제하려면delete-thesaurus 다음을 호출하십시오.AWS CLI

aws kendra delete-thesaurus \
--index-id index-id \
--id thesaurus-id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kendra = boto3.client("kendra")

print("Delete a thesaurus")

thesaurus_id = "thesaurus-id"
index_id = "index-id"

try: 
    kendra.delete_thesaurus( 
        Id = thesaurus_id, 
        IndexId = index_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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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package com.amazonaws.kendra;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Kendra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model.DeleteThesaurusRequest;

public class DeleteThesaurus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KendraClient kendra = KendraClient.builder().build(); 

    String thesaurusId = "thesaurus-id"; 
    String indexId = "index-id"; 

    DeleteThesaurusRequest updateThesaurusRequest = DeleteThesaurusRequest 
        .builder() 
        .id(thesaurusId) 
        .indexId(indexId) 
        .build(); 
    kendra.deleteThesaurus(updateThesaurusRequest); 
  }
}

검색 결과 하이라이트
동의어 강조 표시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정보는Amazon Kendra SDK 및 CLI 쿼리 결과에 
포함됩니다. SDK 또는 CLI를Amazon Kendra 사용하여 상호 작용하는 경우 결과를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합
니다.

동의어 하이라이트는 하이라이트 유형을THESAURUS_SYNONYM 갖습니다. 하이라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Highlight 객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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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서: Amazon Kendra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가 풍부한 지능형 검색 솔
루션 구축

이 자습서에서는 Amazon Kendra, Amazon Comprehend,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S3) 및 를 사용
하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가 풍부한 자연어 기반의 지능형 검색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
을 보여줍니다 AWS CloudShell.

Amazon Kendra는 구조화되지 않은 자연어 데이터 리포지토리에 대한 검색 인덱스를 구축할 수 있는 지
능형 검색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관련 답변을 더 쉽게 찾고 필터링할 수 있도록 Amazon Comprehend 
Comprehend를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Amazon Kendra 검색 인덱스에 수집할 수 있
습니다.

Amazon Comprehend 엔티티를 식별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NLP) 서비스입니다. 엔티티는 데이터에 있는 
사람, 장소, 위치, 조직 및 객체에 대한 참조입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뉴스 기사의 샘플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항목을 추출하고 메타데이터로 변환한 다음 
Amazon Kendra 색인으로 수집하여 검색을 실행합니다. 추가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면 이러한 항목의 하위 
집합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고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따르면 특별한 기
계 학습 지식 없이도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에 대한 검색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검색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 Amazon S3에 뉴스 기사의 샘플 데이터 집합 저장
2. Amazon Comprehend Comprehend를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엔티티를 추출합니다.
3. Python 3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엔티티를 Amazon Kendra 인덱스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고 이 메타

데이터를 S3에 저장합니다.
4. Amazon Kendra 검색 인덱스 생성 및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수집
5. 검색 색인을 쿼리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워크플로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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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튜토리얼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 1시간

예상 비용: 이 자습서의 일부 작업에는AWS 계정에 요금이 부과됩니다. 각 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mazon S3, Amazon Comprehend 및 Amazon Kendra의 가격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Shell

주제
• 사전 조건 (p. 477)
• 1단계: Amazon S3 S3에 문서 추가 (p. 477)
• 2단계: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 실행 (p. 484)
• 3단계: 항목 분석 출력을 Amazon Kendra 메타데이터로 형식 지정 (p. 490)
• 4단계: Amazon Kendra 인덱스 생성 및 메타데이터 수집 (p. 499)
• 5단계: Amazon Kendra 인덱스 쿼리 (p. 515)
• 6: 정리 (p. 522)

사전 조건
이 튜토리얼을 완료하려면 다음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AWS 계정. AWS계정이 없는 경우 Amazon Kendra 설정의 단계에 따라AWS 계정을 설정하십시오.
• AWS관리 콘솔에 액세스하기 위해 Windows, macOS 또는 Linux를 실행하는 개발 컴퓨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관리 콘솔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입니다. 계정에 IAM 사용자 및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

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정책을 IAM 사용자에게 연결하여 이 자습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본 권한을 부
여해야 합니다.AWS Command Line Interface

자세한 내용은 IAM 정책 생성 및 IAM 자격 증명 권한 추가 및 제거 를 참조하세요.
• AWS지역 서비스 목록. 지연 시간을 줄이려면 Amazon Comprehend와 Amazon Kendra에서 모두 지원하

는 지리적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AWS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 (선택 사항) An AWS Key Management Service. 이 자습서에서는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특정 사용 사

례에 맞는 암호화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택 사항)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이 자습서에서는 VPC를 사용하지 않지만 VPC 모범 사례를 사

용하여 특정 사용 사례에 대한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Amazon S3 S3에 문서 추가
데이터 세트에서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 메타데이터 및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출력을 호스팅할 Amazon S3 버킷을 생성해야 합니다.

주제
• 샘플 데이터 집합 다운로드 (p. 478)
• Amazon S3 버킷 생성 (p. 479)
• S3 버킷에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폴더 생성 (p. 481)
• 입력 데이터 업로드 (p.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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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데이터 집합 다운로드
Amazon Comprehend Comprehend에서 데이터에 대한 엔티티 분석 작업을 실행하려면 먼저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하고 추출하여 S3 버킷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데이터세트를 다운로드하고 추출하려면 (콘솔)

1. 디바이스에 tutorial-dataset.zip 폴더를 다운로드합니다.
2. 폴더를 추출하여tutorial-dataset 폴더에 액세스합니다data.

데이터세트 다운로드 및 추출하기 (터미널)

1. 를tutorial-dataset 다운로드하려면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inux

curl -o path/tutorial-dataset.zip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
samples/tutorial-dataset.zip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zip 폴더를 저장하려는 위치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curl -o path/tutorial-dataset.zip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
samples/tutorial-dataset.zip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zip 폴더를 저장하려는 위치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Windows

curl -o path/tutorial-dataset.zip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
samples/tutorial-dataset.zip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zip 폴더를 저장하려는 위치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2. zip 폴더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inux

unzip path/tutorial-dataset.zip -d path/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zip 폴더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478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samples/tutorial-dataset.zip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S3 버킷 생성

macOS

unzip path/tutorial-dataset.zip -d path/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zip 폴더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Windows

tar -xf path/tutorial-dataset.zip -C path/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zip 폴더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압축을 푼 파일이 라는 압축 해제 폴더에 있어야tutorial-dataset 합니다. 이 폴더에는 
Apache 2.0 오픈소스 어트리뷰션이data 포함된README 파일과 이 튜토리얼의 데이터세트가 들어 있는 폴
더가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세트는.story 확장자가 있는 100개의 파일로 구성됩니다.

Amazon S3 버킷 생성
샘플 데이터 폴더를 다운로드하고 추출한 후에는 Amazon S3 버킷에 저장합니다.

Important

Amazon S3 버킷의 이름은 전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AWS.

S3 버킷을 생성하려면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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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버킷에서 버킷 생성을 선택합니다.
3. [버킷 이름(Bucket name)]에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리전에서 버킷을 생성하려는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Note

아마존 컴프레헨드와 Amazon Kendra 켄드라를 모두 지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성
한 후 버킷 리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이 버킷의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 버킷 버전 관리, 태그의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6. 기본 암호화에서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7. 고급 설정의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8. 버킷 구성을 검토한 다음 버킷 생성을 선택합니다.

S3 버킷을 생성하려면 (AWS CLI)

1. S3 버킷을 생성하려면 다음에서 create-bucket 명령을 사용합니다AWS CLI.

Linux

aws s3api create-bu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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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cket DOC-EXAMPLE-BUCKET \ 
        --region aws-region \ 
        --create-bucket-configuration LocationConstraint=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 aws-region 은 버킷을 생성하려는 지역입니다.

macOS

aws s3api create-bucket \ 
        --bucket DOC-EXAMPLE-BUCKET \ 
        --region aws-region \ 
        --create-bucket-configuration LocationConstraint=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 aws-region 은 버킷을 생성하려는 지역입니다.

Windows

aws s3api create-bucket ^ 
        --bucket DOC-EXAMPLE-BUCKET ^ 
        --region aws-region ^ 
        --create-bucket-configuration LocationConstraint=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 aws-region 은 버킷을 생성하려는 지역입니다.

Note

아마존 컴프레헨드와 Amazon Kendra 켄드라를 모두 지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성
한 후 버킷 리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버킷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list 명령어를 사용하세요.

Linux

aws s3 ls

macOS

aws s3 ls

Windows

aws s3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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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버킷에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폴더 생성
S3 버킷을 생성한 후 그 안에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폴더를 생성합니다.

S3 버킷에 폴더를 만들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2. 버킷에서 버킷 목록에 있는 버킷 이름을 클릭합니다.
3. 개체 탭에서 폴더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4. 새 폴더 이름을 입력하려면 를 입력합니다data.
5. 암호화 설정에서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6. [Create folder]를 선택합니다.
7. 3~6단계를 반복하여 Amazon Kendra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다른 폴더를 만들고 4단계에서 만든 폴더의 

이름을 지정합니다metadata.

S3 버킷에 폴더를 만들려면 (AWS CLI)

1. S3 버킷에data 폴더를 생성하려면 다음에서 put-objec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AWS CLI.

Linux

aws s3api put-object \ 
        --bucket DOC-EXAMPLE-BUCKET \ 
        --key 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macOS

aws s3api put-object \ 
        --bucket DOC-EXAMPLE-BUCKET \ 
        --key 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Windows

aws s3api put-object ^ 
        --bucket DOC-EXAMPLE-BUCKET ^ 
        --key 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2. S3 버킷에metadata 폴더를 생성하려면 다음에서 put-objec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AWS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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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aws s3api put-object \ 
        --bucket DOC-EXAMPLE-BUCKET \ 
        --key meta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macOS

aws s3api put-object \ 
        --bucket DOC-EXAMPLE-BUCKET \ 
        --key meta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Windows

aws s3api put-object ^ 
        --bucket DOC-EXAMPLE-BUCKET ^ 
        --key meta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3. 폴더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list 명령을 사용하여 버킷의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Linux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macOS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Windows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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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입력 데이터 업로드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폴더를 생성한 후 샘플 데이터세트를data 폴더에 업로드합니다.

샘플 데이터세트를 데이터 폴더에 업로드하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2. 버킷에서 버킷 목록에 있는 버킷 이름을 클릭한 다음 를 클릭합니다data.
3.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 파일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대화 상자에서 로컬 장치의data 폴더 안에 있는 폴더로 이동하고 모든 파일을 선택한 다음 [Open] 을 선

택합니다.tutorial-dataset
5. 대상, 권한 및 속성에 대한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6.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샘플 데이터세트를 데이터 폴더에 업로드하려면 (AWS CLI)

1. 샘플 데이터를data 폴더에 업로드하려면 다음에서 copy 명령을 사용합니다AWS CLI.

Linux

aws s3 cp path/tutorial-dataset/data s3://DOC-EXAMPLE-BUCKET/data/ --recursiv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기기에 있는tutorial-dataset 폴더의 파일 경로입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macOS

aws s3 cp path/tutorial-dataset/data s3://DOC-EXAMPLE-BUCKET/data/ --recursiv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기기에 있는tutorial-dataset 폴더의 파일 경로입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Windows

aws s3 cp path/tutorial-dataset/data s3://DOC-EXAMPLE-BUCKET/data/ --recursiv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기기에 있는tutorial-dataset 폴더의 파일 경로입니다.
• DOC-EXAMPLE-BUCKET# 버킷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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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세트 파일이data 폴더에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에서 list 명령어를 사용하
세요AWS CLI.

Linux

aws s3 ls s3://DOC-EXAMPLE-BUCKET/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macOS

aws s3 ls s3://DOC-EXAMPLE-BUCKET/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Windows

aws s3 ls s3://DOC-EXAMPLE-BUCKET/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data 폴더 안에 데이터세트가 저장된 S3 버킷과 Amazon Kendra 메타데이터를 저장할 
빈metadata 폴더가 생깁니다.

2단계: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 실행
샘플 데이터 세트를 S3 버킷에 저장한 후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을 실행하여 문서에서 엔
티티를 추출합니다. 이러한 엔티티는 Amazon Kendra 사용자 지정 속성을 형성하며 인덱스에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터티 탐지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 실행 (p. 484)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 실행
데이터 세트에서 항목을 추출하려면 Amazon Comprehend 항목 분석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단계에서AWS CLI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Amazon Comprehend Comprehend에 대한AWS IAM 역할 및 
정책을 생성하여 연결한 다음 엔티티 분석 작업을 실행합니다. 샘플 데이터에서 개체 분석 작업을 실행하려
면 Amazon Comprehend Comprehend에 다음이 필요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하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
•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에 연결된 IAM 정책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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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mazon Comprehend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 및 Amazon Comprehend용 ID 
기반 정책 (IAM 정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을 실행하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comprehend/ 에서 Amazon Comprehend 콘솔을 엽니다.

Important

Amazon S3 버킷을 생성했던 리전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상단 탐색 표시
줄의AWS 지역 선택기에서 S3 버킷을 생성한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2. Amazon Comprehend 실행을 선택합니다.
3. 왼쪽 탐색 창에서 분석 작업을 선택합니다.
4. 작업 생성(Create job)을 선택합니다.
5. 작업 설정 (Job settings)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이름(Name)에 data-entities-analysis을 입력합니다.
b. 분석 유형에서 요소를 선택합니다.
c. 언어에서 영어를 선택합니다.
d. Job 암호화를 끄십시오.

6. 입력 데이터 섹션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데이터 소스에서 내 문서를 선택합니다.
b. S3 위치의 경우 [S3 찾아보기] 를 선택합니다.
c. 리소스 선택에서 버킷 목록에서 버킷 이름을 클릭합니다.
d. [오브젝트] 에서 옵션 버튼을 선택하고 [선택] 을data 선택합니다.
e. 입력 형식에서 파일당 문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7. 출력 데이터 섹션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a. S3 위치의 경우 [S3 찾아보기] 를 선택한 다음 버킷 목록에서 버킷의 옵션 상자를 선택하고 
[Choose] 를 선택합니다.

b. 암호화를 끄십시오.
8. 액세스 권한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IAM 역할의 경우 IAM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b. 액세스 권한으로 입력 및 출력 S3 버킷을 선택합니다.
c. 이름 접미사에 를 입력합니다comprehend-role. 이 역할은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제

공합니다.
9. 기본 VPC 설정을 유지합니다.
10. 작업 생성(Create job)을 선택합니다.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 (AWS CLI) 을 실행하려면

1. Amazon Comprehend Comprehend를 신뢰할 수 있는 엔티티로 인식하는 IAM 역할을 생성하여 연결하
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다음 신뢰 정책을 로컬 장치의 텍스트comprehend-trust-policy.json 편집기에서 호출된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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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comprehend.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b. 라는 IAM 역할을 생성하고comprehend-role 여기에 저장된comprehend-trust-
policy.json 파일을 첨부하려면 create-role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comprehend-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path/comprehend-trust-
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comprehend-trust-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comprehend-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path/comprehend-trust-
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comprehend-trust-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Windows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comprehend-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path/comprehend-trust-
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comprehend-trust-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c.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텍스트 편집기에 복사하고 로컬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

다comprehend-role-arn.

Note

ARN의 형식은 arn:aws:iam: :123456789012:role/## ## 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Amazon Comprehend 분석 작업을comprehend-role-arn 실행하려면 저장한 ARN이 
필요합니다.

2. S3 버킷에 액세스할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을 생성하여 IAM 역할에 연결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
오.

a. 다음 신뢰 정책을 로컬 장치의 텍스트comprehend-S3-access-policy.json 편집기에서 호출
된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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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DOC-EXAMPLE-BUCKET/*" 
            ], 
            "Effect": "Allow" 
        }, 
        {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DOC-EXAMPLE-BUCKET" 
            ], 
            "Effect": "Allow" 
        }, 
        { 
            "Action": [ 
                "s3:PutObject" 
            ], 
            "Resource": [ 
                "arn:aws:s3:::DOC-EXAMPLE-BUCKET/*" 
            ], 
            "Effect": "Allow" 
        } 
    ]
}

b. S3comprehend-S3-access-policy 버킷에 액세스하기 위해 호출되는 IAM 정책을 생성하려면
create-policy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inux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comprehend-S3-access-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comprehend-S3-access-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comprehend-S3-access-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comprehend-S3-access-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comprehend-S3-access-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comprehend-S3-access-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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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comprehend-S3-access-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comprehend-S3-access-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comprehend-S3-access-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c.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텍스트 편집기에 복사하고 로컬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

다comprehend-S3-access-arn.

Note

ARN의 형식은 arn:aws:iam: :123456789012:role/##-S3-### ### 비슷
한 형식입니다. IAM 역할에comprehend-S3-access-arn 연결하려면 저장한 ARN
이comprehend-S3-access-policy 필요합니다.

d. IAM 역할에comprehend-S3-access-policy 연결하려면 다음 attach-role-policy명령을 사용하
십시오.

Linux

aws iam attach-role-policy \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comprehend-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저장한 ARN입니다comprehend-S3-access-arn.

macOS

aws iam attach-role-policy \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comprehend-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저장한 ARN입니다comprehend-S3-access-arn.

Windows

aws iam attach-role-policy ^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comprehend-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저장한 ARN입니다comprehend-S3-access-arn.
3.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을 실행하려면 다음 start-entities-detection-job명령을 사용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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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aws comprehend start-entities-detection-job \ 
        --input-data-config S3Uri=s3://DOC-EXAMPLE-BUCKET/
data/,InputFormat=ONE_DOC_PER_FILE \ 
        --output-data-config S3Uri=s3://DOC-EXAMPLE-BUCKET/ \ 
        --data-access-role-arn role-arn \ 
        --job-name data-entities-analysis \ 
        --language-code e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 ##-arn# 저장한comprehend-role-arn ARN입니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comprehend start-entities-detection-job \ 
        --input-data-config S3Uri=s3://DOC-EXAMPLE-BUCKET/
data/,InputFormat=ONE_DOC_PER_FILE \ 
        --output-data-config S3Uri=s3://DOC-EXAMPLE-BUCKET/ \ 
        --data-access-role-arn role-arn \ 
        --job-name data-entities-analysis \ 
        --language-code e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 ##-arn# 저장한comprehend-role-arn ARN입니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comprehend start-entities-detection-job ^ 
        --input-data-config S3Uri=s3://DOC-EXAMPLE-BUCKET/
data/,InputFormat=ONE_DOC_PER_FILE ^ 
        --output-data-config S3Uri=s3://DOC-EXAMPLE-BUCKET/ ^ 
        --data-access-role-arn role-arn ^ 
        --job-name data-entities-analysis ^ 
        --language-code e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 ##-arn# 저장한comprehend-role-arn ARN입니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4. 항목 분석을JobId 복사하여 텍스트 편집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comprehend-job-id. 는 엔
티티 분석 작업의 상태를 추적하는JobId 데 도움이 됩니다.

5. 엔티티 분석 작업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려면 다음 describe-entities-detection-job명령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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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aws comprehend describe-entities-detection-job \ 
        --job-id entities-job-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tities-job-id당신의 구원을comprehend-job-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comprehend describe-entities-detection-job \ 
        --job-id entities-job-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tities-job-id당신의 구원을comprehend-job-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comprehend describe-entities-detection-job ^ 
        --job-id entities-job-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tities-job-id당신의 구원을comprehend-job-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로 변경하는JobStatus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COMPLETED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Amazon Comprehend 개체 분석 결과를 S3 버킷의 자동 생성된output 폴더 내 폴더 내에 
압축된output.tar.gz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분석 작업 상태가 완료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3단계: 항목 분석 출력을 Amazon Kendra 메타데이
터로 형식 지정

Amazon Comprehend에서 추출한 엔티티를 Amazon Kendra 인덱스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
려면 Python 3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변환 결과는 Amazon S3 버킷의metadata 폴더에 저장됩니다.

Amazon Kendra 메타데이터 형식 및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3 문서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Amazon Comprehend 출력 다운로드 및 추출 (p. 491)
• 출력을 S3 버킷에 업로드 (p.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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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을 Amazon Kendra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p. 494)
• Amazon S3 버킷 정리 (p. 497)

Amazon Comprehend 출력 다운로드 및 추출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결과의 형식을 지정하려면 먼저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
석output.tar.gz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하고 엔티티 분석 파일을 추출해야 합니다.

출력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려면 (콘솔)

1. Amazon Comprehend 콘솔 탐색 창에서 분석 작업으로 이동합니다.
2. 엔티티 분석 작업을 선택하세요data-entities-analysis.
3. 출력에서 출력 데이터 위치 옆에 표시된 링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S3 버킷의output.tar.gz 아카이

브로 리디렉션됩니다.
4. 개요 탭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Tip

모든 Amazon Comprehend 분석 작업의 출력 이름은 동일합니다. 아카이브 이름을 변경하면 
아카이브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한 Amazon Comprehend 파일의 압축을 풀고 디바이스에 압축을 풉니다.

출력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려면 (AWS CLI)

1. 개체 분석 작업의 결과가 포함된 S3 버킷의 Amazon Comprehend 자동 생성 폴더 이름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describe-entities-detection-job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inux

aws comprehend describe-entities-detection-job \ 
          --job-id entities-job-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tities-job-id당신의comprehend-job-id 구원은the section called “2: 개체 탐
지” (p. 484),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comprehend describe-entities-detection-job \ 
          --job-id entities-job-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tities-job-id당신의comprehend-job-id 구원은the section called “2: 개체 탐
지” (p. 484),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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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aws comprehend describe-entities-detection-job ^ 
          --job-id entities-job-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tities-job-id당신의comprehend-job-id 구원은the section called “2: 개체 탐
지” (p. 484),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2. 엔티티 작업 설명에 있는OutputDataConfig 객체에서S3Uri 값을 복사하여 텍스트 편집기에서와 같

이comprehend-S3uri 저장합니다.

Note

S3Uri값의 형식은 s3# #####://DOC-EXAMPLE-BUCKET /... /output/output.tar.gz.
3. 엔티티 출력 아카이브를 다운로드하려면 copy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aws s3 cp s3://DOC-EXAMPLE-BUCKET/.../output/output.tar.gz path/output.tar.gz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 /... /output/output.tar.gz 는 저장한S3Uricomprehend-S3uri 값입니다.
• path/# 출력을 저장하려는 로컬 디렉토리입니다.

macOS

aws s3 cp s3://DOC-EXAMPLE-BUCKET/.../output/output.tar.gz path/output.tar.gz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 /... /output/output.tar.gz 는 저장한S3Uricomprehend-S3uri 값입니다.
• path/# 출력을 저장하려는 로컬 디렉토리입니다.

Windows

aws s3 cp s3://DOC-EXAMPLE-BUCKET/.../output/output.tar.gz path/output.tar.gz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 /... /output/output.tar.gz 는 저장한S3Uricomprehend-S3uri 값입니다.
• path/# 출력을 저장하려는 로컬 디렉토리입니다.

4. 항목 출력을 추출하려면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inux

tar -xf path/output.tar.gz -C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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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로컬 장치에 다운로드한output.tar.gz 아카이브의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tar -xf path/output.tar.gz -C path/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로컬 장치에 다운로드한output.tar.gz 아카이브의 파일 경로입니다.

Windows

tar -xf path/output.tar.gz -C path/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로컬 장치에 다운로드한output.tar.gz 아카이브의 파일 경로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디바이스에 Amazon Comprehendoutput Comprehend로 식별된 엔티티 목록이 포함된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출력을 S3 버킷에 업로드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추출한 후 추출된output 파일을 Amazon S3 버킷
에 업로드합니다.

추출된 Amazon Comprehend 출력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2. 버킷에서 버킷 이름을 클릭한 다음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3. 파일 및 폴더에서 파일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대화 상자에서 장치에서 추출한output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Open] 을 선택합니다.
5. 대상, 권한 및 속성에 대한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6.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추출된 Amazon Comprehend 출력 파일 (AWS CLI) 을 업로드하려면

1. 추출된output 파일을 버킷에 업로드하려면 copy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aws s3 cp path/output s3://DOC-EXAMPLE-BUCKET/outpu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추출된output 파일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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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

aws s3 cp path/output s3://DOC-EXAMPLE-BUCKET/outpu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추출된output 파일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Windows

aws s3 cp path/output s3://DOC-EXAMPLE-BUCKET/outpu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추출된output 파일의 로컬 파일 경로입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2. output파일이 S3 버킷에 성공적으로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list 명령을 사용하여 내용을 확인하
십시오.

Linux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macOS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Windows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출력을 Amazon Kendra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Amazon Comprehend 출력을 Amazon Kendra 메타데이터로 변환하려면 Python 3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는AWS CloudShell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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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3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콘솔)

1. 변환기.py.zip 압축 파일을 장치에 다운로드합니다.
2. 파이썬 3 파일을converter.py 추출합니다.
3. AWS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여AWS 해당 지역이 S3 버킷 및 Amazon Comprehend 분석 작업과 동일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AWS CloudShell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상단 탐색 표시줄의 검색 상자에 입력하여 환경을 시작합니다.

AWS CloudShell

Note

AWS CloudShell이 새 브라우저 창에서 처음 시작되면 시작 패널이 표시되고 주요 기능이 나열
됩니다. 이 패널을 닫고 명령 프롬프트가 표시되면 셸이 상호 작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5. 터미널이 준비되면 탐색 창에서 [Actions] 를 선택한 다음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를 선택합니다.
6. 이때 열리는 대화 상자에서 파일 선택을 선택한 다음 장치에서 다운로드한 Python 3 파일

을converter.py 선택합니다.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7. AWS CloudShell환경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python3 converter.py

8. 셸 인터페이스에 S3 버킷 이름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S3 버킷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9. 셸 인터페이스에서 Comprehend 출력 파일의 전체 파일 경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Enter
를output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10. 셸 인터페이스에서 메타데이터 폴더의 전체 파일 경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Enter
를metadata/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Important

메타데이터의 형식을 올바르게 지정하려면 8-10단계의 입력 값이 정확해야 합니다.

파이썬 3 스크립트 (AWS CLI) 를 실행하려면

1. Python 3 파일을converter.py 다운로드하려면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inux

curl -o path/converter.py.zip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samples/
converter.py.zip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압축된 파일을 저장하려는 위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curl -o path/converter.py.zip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samples/
converter.py.zip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압축된 파일을 저장하려는 위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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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curl -o path/converter.py.zip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samples/
converter.py.zip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압축된 파일을 저장하려는 위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2. Python 3 파일을 추출하려면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inux

unzip path/converter.py.zip -d path/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파일converter.py.zip 경로입니다.

macOS

unzip path/converter.py.zip -d path/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파일converter.py.zip 경로입니다.

Windows

tar -xf path/converter.py.zip -C path/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파일converter.py.zip 경로입니다.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Boto3가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Linux

pip3 show boto3

macOS

pip3 show boto3

Windows

pip3 show boto3

Note

Boto3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pip3 install boto3 실행하여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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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ython 3 스크립트를 실행하여output 파일을 변환하려면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inux

python path/converter.py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파일converter.py.zip 경로입니다.

macOS

python path/converter.py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파일converter.py.zip 경로입니다.

Windows

python path/converter.py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 저장된 파일converter.py.zip 경로입니다.
5. AWS CLI메시지가 표시되면 S3 버킷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Enter the name of 

your S3 bucket

6. AWS CLI프롬프트가Enter the full filepath to your Comprehend output file 표시되
면 를output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7. AWS CLI프롬프트가Enter the full filepath to your metadata folder 표시되면 
를metadata/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Important

메타데이터의 형식을 올바르게 지정하려면 5-7단계의 입력 값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서식이 지정된 메타데이터가 S3 버킷의metadata 폴더 안에 보관됩니다.

Amazon S3 버킷 정리
Amazon Kendra 인덱스는 버킷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동기화하므로 검색 결과가 중복되지 않도록 Amazon 
S3 버킷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S3 버킷을 정리하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2. 버킷에서 버킷을 선택한 다음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출력 폴더, Amazon Comprehend 엔티

티 분석.temp 파일 및 추출된 Amazon Comprehendoutput 파일을 선택합니다.
3. 개요 탭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4. 개체 삭제에서 개체 영구 삭제? 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입력permanently delete 필드에 입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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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객체 삭제를 선택합니다.

Amazon S3 버킷을 정리하려면 (AWS CLI)

1. 및 폴더를 제외한 S3 버킷의 모든 파일과metadata 폴더를 삭제하려면 다음에서 remove 명령을 사용
하십시오AWS CLI.data

Linux

aws s3 rm s3://DOC-EXAMPLE-BUCKET/ --recursive --exclude "data/*" --exclude 
 "meta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macOS

aws s3 rm s3://DOC-EXAMPLE-BUCKET/ --recursive --exclude "data/*" --exclude 
 "meta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Windows

aws s3 rm s3://DOC-EXAMPLE-BUCKET/ --recursive --exclude "data/*" --exclude 
 "metadata/*"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2. S3 버킷에서 객체가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list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십시

오.

Linux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macOS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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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aws s3 ls s3://DOC-EXAMPLE-BUCKET/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C-EXAMPLE-BUCKET 은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출력을 Amazon Kendra 메타데이터로 변환했습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를 생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4단계: Amazon Kendra 인덱스 생성 및 메타데이터 
수집

지능형 검색 솔루션을 구현하려면 Amazon Kendra 인덱스를 생성하고 S3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여기에 
수집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하기 전에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에 해당하는 사용자 지정 인덱
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속성은 Amazon Comprehend 엔티티 유형에 해당합니다. Amazon Kendra는 
사용자가 생성한 인덱스 필드와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을 사용하여 문서를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색인 및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Amazon Kendra 인덱스 생성 (p. 499)
• Amazon S3 액세스를 위한 IAM 역할 업데이트 (p. 504)
• Amazon Kendra 사용자 지정 검색 인덱스 필드 생성 (p. 507)
• Amazon S3 버킷을 인덱스의 데이터 소스로 추가 (p. 510)
• Amazon Kendra 인덱스 동기화 (p. 513)

Amazon Kendra 인덱스 생성
소스 문서를 쿼리하려면 Amazon Kendra 인덱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를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를 생성하기 전에 Amazon Kendra가 CloudWatch 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AWS IAM 역할 및 정책을 생성하여 연결합니다.AWS CLI 자세한 내용은 사전 조건을 참조하세
요.

Amazon Kendra 인덱스를 만들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Important

Amazon Comprehend 엔티티 분석 작업과 Amazon S3 버킷을 생성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상단 탐색 모음의AWS 지역 선택기에서 Amazon 
S3 버킷을 생성한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2. 색인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색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색인 세부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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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덱스 이름(Index name)에 kendra-index를 입력합니다.
b. 설명 필드는 비워 두십시오.
c. IAM 역할에서 새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이 역할은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

다.
d. [역할 이름(Role name)]에 kendra-role을 입력합니다. IAM 역할에는 접두사가AmazonKendra-

붙습니다.
e. 암호화와 태그의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다음] 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액세스 제어 구성 페이지의 액세스 제어 설정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5. 프로비전 세부 정보 페이지의 프로비전 에디션의 경우 개발자 에디션을 선택하고 생성을 선택합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 (AWS CLI) 를 만들려면

1. Amazon Kendra를 신뢰할 수 있는 엔티티로 인식하는 IAM 역할을 생성하여 연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
십시오.

a. 다음 신뢰 정책을 로컬 장치의 텍스트kendra-trust-policy.json 편집기에서 호출된 JSON 파
일로 저장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kendra.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b. 라는 IAM 역할을 생성하고kendra-role 여기에 저장된kendra-trust-policy.json 파일을 
첨부하려면 create-role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kendra-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path/kendra-trust-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trust-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kendra-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path/kendra-trust-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trust-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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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kendra-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path/kendra-trust-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trust-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c.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텍스트 편집기에 복사하고 로컬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

다kendra-role-arn.

Note

ARN의 형식은 arn:aws:iam: :123456789012:role/###-role 과 비슷한 형식입니
다. Amazon Kendra 작업을kendra-role-arn 실행하려면 저장한 ARN이 필요합니다.

2. 색인을 생성하기 전에kendra-role CloudWatch Logs에 쓸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세요.

a. 다음 신뢰 정책을 로컬 장치의 텍스트kendra-cloudwatch-policy.json 편집기에서 호출된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cloudwatch:PutMetricData", 
         "Resource":"*", 
         "Condition":{ 
            "StringEquals":{ 
               "cloudwatch:namespace":"Kendra" 
            } 
         } 
      }, 
      { 
         "Effect":"Allow", 
         "Action":"logs:DescribeLogGroups", 
         "Resource":"*" 
      }, 
      { 
         "Effect":"Allow", 
         "Action":"logs:CreateLogGroup", 
         "Resource":"arn:aws:logs:aws-region:aws-account-id:log-group:/aws/kendra/
*" 
      }, 
      { 
         "Effect":"Allow", 
         "Action":[ 
            "logs:DescribeLogStreams", 
            "logs:CreateLogStream", 
            "logs:PutLogEvents" 
         ], 
         "Resource":"arn:aws:logs:aws-region:aws-account-id:log-group:/aws/kendra/
*:log-strea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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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region#AWS 해당 지역 및 12자리AWS 계정 aws-account-idID로 바꾸십시오.
b. CloudWatch 로그에 액세스하기 위한 IAM 정책을 생성하려면 create-policy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kendra-cloudwatch-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kendra-cloudwatch-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cloudwatch-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kendra-cloudwatch-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kendra-cloudwatch-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cloudwatch-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Windows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kendra-cloudwatch-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kendra-cloudwatch-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cloudwatch-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c.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텍스트 편집기에 복사하고 로컬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

다kendra-cloudwatch-arn.

Note

ARN의 형식은 arn:aws:iam: :123456789012:role/# 비슷한kendra-cloudwatch-
policy 형식입니다. IAM 역할에kendra-cloudwatch-arn 연결하려면 저장한 ARN
이kendra-cloudwatch-policy 필요합니다.

d. IAM 역할에kendra-cloudwatch-policy 연결하려면 다음 attach-role-policy명령을 사용하십시
오.

Linux

aws iam attach-role-policy \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kendra-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당신의 구원입니다kendra-cloudwatc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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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

aws iam attach-role-policy \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kendra-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당신의 구원입니다kendra-cloudwatch-arn.

Windows

aws iam attach-role-policy ^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kendra-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당신의 구원입니다kendra-cloudwatch-arn.
3. 색인을 만들려면 create-index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inux

aws kendra create-index \ 
        --name kendra-index \ 
        --edition DEVELOPER_EDITION \ 
        --role-arn role-ar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여러분의 구원입니다kendra-role-arn.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create-index \ 
        --name kendra-index \ 
        --edition DEVELOPER_EDITION \ 
        --role-arn role-ar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여러분의 구원입니다kendra-role-arn.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create-index ^ 
        --name kendra-index ^ 
        --edition DEVELOPER_EDITION ^ 
        --role-arn role-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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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여러분의 구원입니다kendra-role-arn.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4. 색인을Id 복사하여 텍스트 편집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kendra-index-id. 은 인덱스 생성 상
태를 추적하는Id 데 도움이 됩니다.

5. 인덱스 생성 작업의 진행률을 추적하려면 describe-index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aws kendra describe-index \ 
        --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describe-index \ 
        --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describe-index ^ 
        --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인덱스 생성 프로세스는 평균 15분이 소요되지만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색인 상태가 활성화되면 색인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색인을 생성하는 동안 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를 사용하는 경우,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덱스 권한을 부여하는 IAM 정책을 생성하여 
Amazon Kendra IAM 역할에 연결합니다.AWS CLI

Amazon S3 액세스를 위한 IAM 역할 업데이트
인덱스를 생성하는 동안 생성한 인덱스가 Amazon S3 버킷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Amazon Kendra 
IAM 역할을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의 IAM 액세스 역할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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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역할을 업데이트하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역할을 선택하고 역할 이름 위의 검색kendra-role 상자에 입력합니다.
3. 제안된 옵션에서 을 클릭합니다kendra-role.
4. 요약에서 정책 연결을 선택합니다.
5. 권한 연결의 검색 상자에 제안된 옵션 중에서 AmazonS3ReadOnlyAccess 정책 옆에 있는 확인란을S3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6. 정책 연결(Attach policies)을 선택합니다. 요약 페이지에서 이제 IAM 역할에 연결된 두 개의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7. Amazon Kendra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으로 돌아가서 인덱스 상태가 생성 중

에서 활성으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IAM 역할을 업데이트하려면 (AWS CLI)

1. 로컬 장치의 텍스트kendra-S3-access-policy.json 편집기에서 호출한 JSON 파일에 다음 텍스
트를 저장합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Action":[ 
            "s3:GetObject" 
         ], 
         "Resource":[ 
            "arn:aws:s3:::DOC-EXAMPLE-BUCKET/*" 
         ], 
         "Effect":"Allow" 
      }, 
      { 
         "Action":[ 
            "s3:ListBucket" 
         ], 
         "Resource":[ 
            "arn:aws:s3:::DOC-EXAMPLE-BUCKET" 
         ], 
         "Effect":"Allow" 
      }, 
      { 
         "Effect":"Allow", 
         "Action":[ 
            "kendra:BatchPutDocument", 
            "kendra:BatchDeleteDocument", 
            "kendra:ListDataSourceSyncJobs" 
         ], 
         "Resource":[ 
            "arn:aws:kendra:aws-region:aws-account-id:index/kendra-index-id" 
         ] 
      } 
   ]
}

DOC-EXAMPLE-BUCKET# S3 버킷 이름으로, aws-region#AWS 해당 지역, aws-account-id12자리
AWS 계정 ID 및 저장된 kendra-index-id버킷으로 바꾸십시오kendra-index-id.

2. S3 버킷에 액세스하기 위한 IAM 정책을 생성하려면 create-policy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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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kendra-S3-access-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kendra-S3-access-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S3-access-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kendra-S3-access-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kendra-S3-access-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S3-access-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Windows

aws iam create-policy ^ 
          --policy-name kendra-S3-access-policy ^ 
          --policy-document file://path/kendra-S3-access-policy.js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ath/#kendra-S3-access-policy.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3.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텍스트 편집기에 복사하고 로컬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kendra-

S3-access-arn.

Note

ARN의 형식은 arn:aws:iam: :123456789012:role/Kendra-S3-### ### 비슷한 형
식입니다. IAM 역할에kendra-S3-access-arn 연결하려면 저장한 ARN이kendra-S3-
access-policy 필요합니다.

4. Amazon Kendra IAM 역할에 attach-role-policy연결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kendra-S3-
access-policy

Linux

aws iam attach-role-policy \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kendra-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당신의 구원입니다kendra-S3-access-arn.

macOS

aws iam attach-role-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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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kendra-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당신의 구원입니다kendra-S3-access-arn.

Windows

aws iam attach-role-policy ^ 
          --policy-arn policy-arn ^ 
          --role-name kendra-role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n# 당신의 구원입니다kendra-S3-access-arn.

Amazon Kendra 사용자 지정 검색 인덱스 필드 생성
Amazon Kendra에서 메타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으로 인식하도록 준비하려면 Amazon 
Comprehend 엔티티 유형에 해당하는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음 9가지 Amazon 
Comprehend 엔티티 유형을 사용자 지정 필드로 입력합니다.

• 상업용_아이템
• DATE
• EVENT
• LOCATION
• 조직
• OTHER
• 사람
• 수량
• TITLE

Important

철자가 틀린 엔티티 유형은 색인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들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색인 목록에서 를 클릭합니다kendra-index.
3. 왼쪽 탐색 패널의 데이터 관리에서 패싯 정의를 선택합니다.
4. 색인 필드 메뉴에서 필드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인덱스 필드 추가 (Add index field)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필드 이름에 을 입력합니다COMMERCIAL_ITEM.
b. 데이터 유형에서 문자열 목록을 선택합니다.
c. 사용 유형에서 패시팅 가능, 검색 가능 및 표시 가능을 선택한 다음 추가를 선택합니다.
d. 각 Amazon Comprehend 엔티티 유형 (상업용 품목, 날짜, 이벤트, 위치, 조직, 기타, 개인, 수량, 제

목) 에 대해 a~c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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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 성공적인 필드 추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종료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들려면 (AWS CLI)

1. 다음 텍스트를 로컬 장치의 텍스트custom-attributes.json 편집기에서 호출된 JSON 파일로 저장
합니다.

[ 
   { 
       "Name": "COMMERCIAL_ITEM",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Name": "DATE",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Name": "EVENT",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Name": "LOCATION",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Name": "ORGANIZATION",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Name": "OTHER",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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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PERSON",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Name": "QUANTITY",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Name": "TITLE", 
       "Type": "STRING_LIST_VALUE", 
       "Search": { 
           "Facetable": true, 
           "Searchable": true, 
           "Displayable": true 
       } 
   }
]

2. 색인에 사용자 지정 필드를 만들려면 update-index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aws kendra update-index \ 
        --id kendra-index-id \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file://path/custom-
attributes.jso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path/#custom-attributes.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update-index \ 
        --id kendra-index-id \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file://path/custom-
attributes.jso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path/#custom-attributes.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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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aws kendra update-index ^ 
        --id kendra-index-id ^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file://path/custom-
attributes.jso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path/#custom-attributes.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3. 사용자 지정 특성이 색인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려면 describe-index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inux

aws kendra describe-index \ 
        --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describe-index \ 
        --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describe-index ^ 
        --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Amazon S3 버킷을 인덱스의 데이터 소스로 추가
인덱스를 동기화하려면 먼저 S3 데이터 소스를 인덱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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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버킷을 Amazon Kendra 인덱스 (콘솔) 에 연결하는 방법

1.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색인 목록에서 를 클릭합니다kendra-index.
3. 왼쪽 탐색 메뉴의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소스 커넥터 유형 선택 섹션에서 Amazon S3로 이동하고 커넥터 추가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 원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이름 및 설명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에 을 입력합니다S3-data-source.
b. 설명 섹션은 비워 두십시오.
c. 태그의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d.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6.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의 동기화 범위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데이터 소스 위치 입력에서 S3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b. 리소스 선택에서 S3 버킷을 선택한 다음 선택을 선택합니다.
c. 메타데이터 파일 접두사 폴더 위치에서 [S3 찾아보기] 를 선택합니다.
d. 리소스 선택에서 버킷 목록에 있는 버킷 이름을 클릭합니다.
e. [객체] 에서 옵션 상자를 선택하고 [선택] 을metadata 선택합니다. 이제 위치 필드가 표시되어야 합

니다metadata/.
f. 액세스 제어 목록 구성 파일 위치, 암호 해독 키 선택 및 추가 구성에 대한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7. IAM 역할의 경우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에서 을 선택합니다kendra-role.
8. 동기화 설정 구성 페이지의 동기화 실행 일정에서 빈도에 대해 Run on demand (요청 시 실행) 를 선택

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9. 검토 및 생성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 세부 정보에 대한 선택 사항을 검토하고 데이터 원본 추가를 선택

합니다.

S3 버킷을 Amazon Kendra 인덱스에 연결하려면 (AWS CLI)

1. 다음 텍스트를 로컬 장치의 텍스트S3-data-connector.json 편집기에서 호출된 JSON 파일로 저장
합니다.

{ 
   "S3Configuration":{ 
      "BucketName":"DOC-EXAMPLE-BUCKET",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S3Prefix":"metadata" 
      } 
   }
}

DOC-EXAMPLE-BUCKET 을 S3 버킷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2. S3 버킷을 인덱스에 연결하려면 다음 create-data-source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inux

aws kendra create-data-source \ 
        --index-id kendra-index-id \ 
        --name S3-data-source \ 
        --type S3 \ 
        --configuration file://path/S3-data-connector.json \ 
        --role-arn role-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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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path/#S3-data-connector.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 #### 여러분의 구원입니다kendra-role-arn.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create-data-source \ 
        --index-id kendra-index-id \ 
        --name S3-data-source \ 
        --type S3 \ 
        --configuration file://path/S3-data-connector.json \ 
        --role-arn role-ar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path/#S3-data-connector.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 #### 여러분의 구원입니다kendra-role-arn.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create-data-source ^ 
        --index-id kendra-index-id ^ 
        --name S3-data-source ^ 
        --type S3 ^ 
        --configuration file://path/S3-data-connector.json ^ 
        --role-arn role-ar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path/#S3-data-connector.json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 #### 여러분의 구원입니다kendra-role-arn.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3. 커넥터를Id 복사하여 텍스트 편집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S3-connector-id. 는 데이터 연결 
프로세스의 상태를 추적하는Id 데 도움이 됩니다.

4. S3 데이터 소스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describe-data-source명령을 사용하십시
오.

Linux

aws kendra describe-data-source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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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describe-data-source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describe-data-source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Amazon S3 데이터 소스가 인덱스에 연결됩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 동기화
Amazon S3 데이터 소스가 추가되었으므로 이제 Amazon Kendra 인덱스를 데이터 소스에 동기화할 수 있습
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를 동기화하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색인 목록에서 를 클릭합니다kendra-index.
3. 왼쪽 탐색 메뉴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소스에서 을 선택합니다S3-data-source.
5. 상단 탐색 모음에서 Sync now (Sync now) 을 선택합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 (AWS CLI) 를 동기화하려면

1. 색인을 동기화하려면 start-data-source-sync-job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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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aws kendra start-data-source-sync-job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start-data-source-sync-job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start-data-source-sync-job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2. 인덱스 동기화 상태를 확인하려면 list-data-source-sync-jobs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

aws kendra list-data-source-sync-jobs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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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OS

aws kendra list-data-source-sync-jobs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list-data-source-sync-jobs ^ 
        --id S3-connector-id ^ 
        --index-id kendra-index-id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3-### ID# 저장되었습니다S3-connector-id.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데이터 세트에 대해 검색 및 필터링이 가능한 Amazon Kendra 인덱스가 생성되었습니다.

5단계: Amazon Kendra 인덱스 쿼리
이제 Amazon Kendra 인덱스를 자연어 쿼리에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덱스를 검색할 때 Amazon 
Kendra는 제공된 모든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색 쿼리에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반환합니다.

Amazon Kendra가 응답할 수 있는 쿼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팩토이드 쿼리 (“누구”, “무엇”, “언제” 또는 “어디에” 질문)
• 설명 쿼리 ('방법' 질문)
• 키워드 검색 (의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질문)

주제
• Amazon Kendra 인덱스 쿼리하기 (p. 515)
• 검색 결과 필터링 (p. 520)

Amazon Kendra 인덱스 쿼리하기
Amazon Kendra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 유형의 쿼리에 해당하는 질문을 사용하여 Amazon Kendra 인덱스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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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의 예제 질문은 샘플 데이터세트를 기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를 쿼리하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색인 목록에서 를 클릭합니다kendra-index.
3. 왼쪽 탐색 메뉴에서 색인 검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샘플 팩토이드 쿼리를 실행하려면 검색Who is Lewis Hamilton? 상자에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

릅니다.

첫 번째로 반환된 결과는 답변이 포함된 데이터 파일과 함께 Amazon Kendra 제안 답변입니다. 나머지 
결과는 권장 문서 세트를 구성합니다.

5. 설명 쿼리를 실행하려면 검색How does Formula One work? 상자에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
다.

Amazon Kendra 콘솔에서 반환된 또 다른 결과가 표시되며 이번에는 관련 문구가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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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키워드 검색을 실행하려면 검색Formula One 상자에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Amazon Kendra 콘솔에서 반환된 또 다른 결과가 표시되고, 데이터 세트에 있는 문구에 대한 다른 모든 
언급에 대한 결과가 표시됩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를 쿼리하려면 (AWS CLI)

1. 샘플 팩토이드 쿼리를 실행하려면 query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inux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Who is Lewis Hamil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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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Who is Lewis Hamilto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Who is Lewis Hamilton?"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에는 쿼리 결과가AWS CLI 표시됩니다.
2. 샘플 설명 쿼리를 실행하려면 query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inux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How does Formula One work?"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How does Formula One work?" \ 
        --region aws-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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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How does Formula One work?"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는 쿼리에 결과를AWS CLI 표시합니다.
3. 샘플 키워드 검색을 실행하려면 query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Linux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Formula One"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Formula One"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Formula One"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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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에는 쿼리에 반환된 답변이AWS CLI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 필터링
Amazon Kendra 콘솔에서 사용자 지정 문서 속성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에서 쿼리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쿼리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 에서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색인 목록에서 를 클릭합니다kendra-index.
3. 왼쪽 탐색 메뉴에서 색인 검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4. 검색 상자에Soccer matches 쿼리로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5. 왼쪽 탐색 메뉴에서 검색 결과 필터링을 선택하면 검색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패싯 목록이 표

시됩니다.
6. EVENT 부제목 아래의 “챔피언스 리그” 확인란을 선택하면 “챔피언스 리그”가 포함된 결과로만 검색 결

과가 필터링됩니다.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AWS CLI)

1.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 (예:EVENT) 의 항목을 보려면 query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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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Soccer matches" \ 
        --facets '[{"DocumentAttributeKey":"EVENT"}]'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Soccer matches" \ 
        --facets '[{"DocumentAttributeKey":"EVENT"}]'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Soccer matches" ^ 
        --facets '[{"DocumentAttributeKey":"EVENT"}]'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에 검색 결과가AWS CLI 표시됩니다. 유형의EVENT 패싯 목록을 가져오려면AWS CLI 출력의 
"FacetResults" 섹션으로 이동하여 필터링 가능한 패싯 목록을 개수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패
싯 중 하나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Note

대신DocumentAttributeKey 값에the section called “Amazon Kendra 인덱스 생
성” (p. 499) 대해 생성한 인덱스 필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EVENT

2. 동일한 검색을 실행하되 'Champions League'가 포함된 결과만 필터링하려면 query 명령을 사용하십시
오.

Linux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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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text "Soccer matches" \ 
        --attribute-filter '{"ContainsAny":{"Key":"EVENT","Value":
{"StringListValue":["Champions League"]}}}'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macO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Soccer matches" \ 
        --attribute-filter '{"ContainsAny":{"Key":"EVENT","Value":
{"StringListValue":["Champions League"]}}}'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Windows

aws kendra query ^ 
        --index-id kendra-index-id ^ 
        --query-text "Soccer matches" ^ 
        --attribute-filter '{"ContainsAny":{"Key":"EVENT","Value":
{"StringListValue":["Champions League"]}}}' ^ 
        --region aws-region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endra-index-id당신의 구원을kendra-index-id 받으셨나이다
• AWSaws-region 귀하의 지역입니다.

는 필터링된 검색 결과를AWS CLI 표시합니다.

6: 정리
파일 정리
이 자습서를 완료한 후AWS 계정에서 요금 청구를 중지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됩니다.

1. Amazon S3 버킷 삭제

버킷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버킷 삭제를 참조하세요.
2. Amazon Kendra 인덱스 삭제

Amazon Kendra 인덱스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덱스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3. 삭제converter.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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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솔의 경우: 로 AWS CloudShell이동하여 해당 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
요.AWS bash 셸이 로드되면 환경에 다음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rm converter.py

• 대상AWS CLI: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Linux

rm file/converter.py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le/#converter.py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macOS

rm file/converter.py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le/#converter.py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Windows

rm file/converter.py

여기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le/#converter.py 로컬 장치의 파일 경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Amazon Kendra를 워크플로우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
시오.

• 향상된 검색을 위한 콘텐츠 메타데이터 태깅
• 자동화된 콘텐츠 보강을 통한 지능형 검색 솔루션 구축

Amazon Comprehend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Comprehend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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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모니
터링 및 로깅 기록 모니터링 및 로깅 
로깅

주제
• 인덱스 모니터링 (콘솔) (p. 524)
• Amazon Kendra API 호출 로깅 로깅 로깅 로깅 로깅AWS CloudTrail 로깅 (p. 527)
•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API 호출을AWS CloudTrail 로그로 로깅 (p. 529)
• 아마존을 통한 Amazon Kendra 모니터링 CloudWatch (p. 531)
• 아마존 CloudWatch 로그를 이용한 Amazon Kendra 모니터링 (p. 535)

인덱스 모니터링 (콘솔)
Amazon Kendra 콘솔을 사용하여 인덱스 및 데이터 소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사용
하여 인덱스의 크기 및 저장소 요구 사항을 추적하고 인덱스와 데이터 원본 간의 동기화 진행 상황과 성공 여
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지표를 보려면 (콘솔)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home 에서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색인 목록에서 보려는 색인을 선택합니다.
3. 화면을 스크롤하여 인덱스 지표를 확인합니다.

색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측정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 문서 수 —인덱싱된 총 문서 수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 소스의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여 인덱스에 사용할 스토리지 유닛을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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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 쿼리 수 - 초당 요청되는 인덱스 쿼리 수입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여 인덱스의 쿼리 단위를 더 많이 구
매해야 하는지 또는 더 적게 구매해야 하는지 결정하세요.

인덱스와 데이터 소스 간의 동기화 진행 상황과 성공 여부를 모니터링하려면 Amazon Kendra 콘솔을 사용하
십시오. 이 정보를 사용하면 데이터 원본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기화 지표를 보려면 (콘솔)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kendra/home 에서 
Amazon Kendra 콘솔을 엽니다.

2. 인덱스 목록에서 동기화 지표를 보려는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 원본 목록에서 보려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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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면을 스크롤하여 동기화 실행 지표를 확인합니다.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동기화 실행 기록 - 시작 및 종료 시간, 추가, 삭제 및 실패한 문서 수를 비롯한 동기화 실행에 대한 통계입
니다. 동기화 실행이 실패하면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CloudWatch Logs 링크가 표시됩니다. 히스토리에 표
시되는 열을 변경하려면 왼쪽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의 전반
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수 - 이 데이터 소스에서 인덱싱된 총 문서 수입니다. 데이터 원본에 추가된 모든 문서의 합계에서 데
이터 원본에서 삭제된 모든 문서의 합계를 뺀 값입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 원본의 문서 수를 
색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문서 스캔: 동기화 실행 중에 스캔된 총 문서 수입니다. 여기에는 추가, 업데이트,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은 
문서를 포함하여 데이터 원본의 모든 문서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가 데이터 
소스의 모든 문서를 스캔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캔한 문서 수는 서비스 요금 청구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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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모니터링하기 CloudTrail

• 평균 동기화 실행 시간 (분) —동기화 실행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데이터 원본을 동기화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서비스에 청구되는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Amazon Kendra API 호출 로깅 로깅 로깅 로깅 로깅
AWS CloudTrail 로깅

Amazon Kendra Kendra는 Amazon Kendra Kendra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레
코드를 제공하는AWS 서비스인 와 (과) 통합됩니다.AWS CloudTrail CloudTrail Amazon Kendra 콘솔의 호
출과 Amazon Kendra API에 대한 코드 호출을 포함하여 Amazon Kendra의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
합니다. 추적을 생성하면 Amazon Kendra에 대한 CloudTrail 이벤트를 포함한 Amazon S3 버킷에 지속적
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벤트 기록에서 최신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CloudTrail 에서 수집한 CloudTrail 정보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 Kendra에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
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및 활성화 방법을 CloudTrail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정보 CloudTrail
CloudTrail 계정 생성 시AWS 계정에서 활성화됩니다. Amazon Kendra Kendra에서 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활
동은 CloudTrail 이벤트 기록 (Event history) 에서 다른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CloudTrail 이벤트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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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mazon Kendra 로그 파일 항목 항

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됩니다. AWS 계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이
벤트 기록에서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하여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을 생
성합니다. 추적 이란 지정한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CloudTrail 전달하도록 허용하는 구성입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
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고 지정된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
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되는 서비스 및 통합
• 에 Amazon SNS 알림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CloudTrail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

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로그 파일 받기

CloudTrail 에 문서화되어 있는 모든 Amazon Kendra 작업을 기록합니다API 참조 (p. 589). 예를 들
어CreateIndexCreateDataSource, 및Query 작업을 호출하면 CloudTrail 로그 파일에 항목이 생성됩니
다.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예: Amazon Kendra 로그 파일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
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추적 이란 지정한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전달하도록 허용하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
에는 하나 이상의 로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모든 소스로부터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은 퍼블릭 API 
호출의 정렬된 스택 추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Query오퍼레이션을 호출하면 다음 항목이 생성됩니다.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 FederatedUser | IAMUser | Root | SAMLUser | 
 WebIdentityUser", 
                "principalId": "principal ID", 
                "arn": "ARN", 
                "accountId": "account ID", 
                "accessKeyId": "access key ID",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principal Id", 
                        "arn": "ARN", 
                        "accountId": "account ID", 
                        "userName": "user name" 
                    }, 
                    "webIdFederationData": {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timest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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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ventTime": "timestamp", 
            "eventSource": "kendra.amazonaws.com", 
            "eventName": "Query", 
            "awsRegion": "region", 
            "sourceIPAddress": "source IP address", 
            "userAgent": "user agent", 
            "requestParameters": { 
                "indexId": "index ID"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request ID", 
            "eventID": "event ID", 
            "eventType": "AwsApiCall", 
            "recipientAccountId": "account ID" 
        },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API 호출을AWS 
CloudTrail 로그로 로깅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은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 서비스가 수
행한 작업에 대한 레코드를 제공하는AWS 서비스인 와 (과) 통합됩니다.AWS CloudTrail CloudTrail 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API에 대한 코드 호출을 포함하여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의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추적을 생성하면 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에 대한 CloudTrail 이벤
트를 포함한 Amazon S3 버킷에 지속적으로 배포되도록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에도 이벤트 기록에서 최신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CloudTrail 에서 수집한 CloudTrail 정보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에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및 활성화 방법을 CloudTrail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정보 CloudTrail
CloudTrail 계정 생성 시AWS 계정에서 활성화됩니다. Amazon Kendra Intelligent Ranging에서 활동이 발생
하면 해당 활동이 CloudTrail 이벤트 기록 (Event history) 에서 다른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이벤트에 기
록됩니다. CloudTrail AWS 계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벤트 기록에서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CloudTrail

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이벤트를 포함하여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
을 생성합니다. 추적 이란 지정한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CloudTrail 전달하도록 허용하는 구성입
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고 지정된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
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되는 서비스 및 통합
• 에 Amazon SNS 알림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CloudTrail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

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로그 파일 받기

CloudTrail 에 문서화되어 있는 모든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작업을API 참조 (p. 589) 기록합니
다. 예를 들어 CloudTrail 로그 파일의CreateRescoreExecutionPlan 생성 항목을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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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예: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로그 파일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항목
추적 이란 지정한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전달하도록 허용하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
에는 하나 이상의 로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모든 소스로부터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은 퍼블릭 API 
호출의 정렬된 스택 추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CreateRescoreExecutionPlan오퍼레이션을 호출하면 다음 항목이 생성됩니다.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AssumedRole", 
                "principalId": "principal ID", 
                "arn": "ARN", 
                "accountId": "account ID", 
                "accessKeyId": "access key ID", 
                "sessionContext": { 
                    "session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principal ID", 
                        "arn": "ARN", 
                        "accountId": "account ID", 
                        "userName": "user name" 
                    }, 
                    "webIdFederationData": {}, 
                    "attributes": { 
                        "creationDate": "yyyy-mm-ddThh:mm:ssZ", 
                        "mfaAuthenticated": "false" 
                    } 
                } 
            }, 
            "eventTime": "yyyy-mm-ddThh:mm:ssZ", 
            "eventSource": "kendra-ranking.amazonaws.com", 
            "eventName": "CreateRescoreExecutionPlan", 
            "awsRegion": "region", 
            "sourceIPAddress": "source IP address", 
            "userAgent": "user agent", 
            "requestParameters": { 
                "name": "name", 
                "description": "description", 
                "clientToken": "client token" 
            }, 
            "responseElements": { 
                "id": "rescore execution plan ID", 
                "arn": "rescore execution plan ARN" 
            }, 
            "requestID": "request ID", 
            "eventID": "event ID", 
            "readOnly": false, 
            "eventType": "AwsApiCall", 
            "managementEvent": true, 
            "recipientAccountId": "account ID", 
            "eventCategory": "Management", 
            "tlsDetails": { 
                "tlsVersion": "TLS version", 
                "cipherSuite": "cipher suite", 
                "clientProvidedHostHeader": "kendra-ranking.[region].api.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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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마존을 통한 Amazon Kendra 모니터링 
CloudWatch

인덱스의 상태를 추적하려면 Amazon을 사용하십시오 CloudWatch. 를 CloudWatch 사용하면 인덱스의 문
서 동기화에 대한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지표가 정의한 임계값을 초과할 때 알림을 받도록 
CloudWatch 경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덱싱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 수 또는 인덱싱에 실패한 
문서 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Kendra를 모니터링하려면 적절한 CloudWatch 권한이 있어야 CloudWatch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의 CloudWatch Amazon용 인증 및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Kendra 지표 보기 보기 보기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하여 Amazon Kendra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지표를 보려면 (CloudWatch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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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표를 선택하고 모든 지표를 선택한 다음 Kendra를 선택합니다.
3. 차원과 측정치 이름을 선택한 다음 그래프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4. 날짜 범위 값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날짜 범위에 대한 측정치 개수가 그래프에 표시됩니다.

경보 생성
CloudWatch 경보는 지정된 기간 동안 단일 지표를 관찰하고 Amazon SNS (Auto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상위 또는 Auto Scaling 정책에 알림을 보내는 등 하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 또는 작업은 
지정한 기간 수에 대한 주어진 임계값과 관련된 측정치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CloudWatch 경보 상태가 변경
되면 Amazon SNS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CloudWatch 경보는 지정한 기간 동안 상태가 변경되어 지속되는 경우에만 작업을 호출합니다.

경보를 설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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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larms]를 선택한 다음 [Create Alarm]을 선택합니다.
3. Kendra 지표를 선택한 다음 지표를 선택합니다.
4. [Time Range]에서 모니터링할 시간 범위를 선택한 후, [Next]를 선택합니다.
5.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6. [Whenever]에서 [>=]를 선택하고 최대 값을 입력합니다.
7. 경보 상태에 도달할 때 이메일을 CloudWatch 보내도록 하려면 작업 섹션에서 이 경보가 발생할 경우 항

상에서 상태가 ALARM입니다. 를 선택합니다. 알림 보내기에서 메일링 리스트를 선택하거나 새 목록을 
선택하고 새 메일링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531

https://docs.aws.amazon.com/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auth-and-access-control-cw.html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CloudWatch 인덱스 동기화 작업에 대한 지표

8. [Alarm Preview] 단원에서 경보를 미리 봅니다. 경보가 만족스러우면 경보 생성을 선택합니다.

CloudWatch 인덱스 동기화 작업에 대한 지표
다음 표에서는 데이터 소스 동기화 작업에 대한 Amazon Kendra 측정치를 설명합니다.

지표 설명

DocumentsCrawled 동기화 작업이 실행 중에 스캔하거나 검색한 문서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SubmittedForIndexing 동기화 작업이 인덱스에 제출한 문서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SubmittedForIndexingFailed 인덱싱에 실패한 문서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기화 작업의 CloudWatch 로그 내용을 확인하십시
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SubmittedForDeletion 동기화 작업에서 인덱스에서 제거하도록 요청한 문
서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SubmittedForDeletionFailed 삭제에 실패한 문서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기
화 작업의 CloudWatch 로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차원:

• Index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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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설명
• DataSourceId

단위: 수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다음 표에서는 데이터 소스 동기화 작업에 대한 Amazon Kendra 측정치를 설명합니다. 별표 (*) 로 표시된 측
정치는 Amazon S3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만 사용됩니다.

지표 설명

DocumentsSkippedNoChange * 검사한 결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색인 
생성을 위해 제출되지 않은 문서의 수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SkippedInvalidMetadata * 관련 메타데이터 파일에 문제가 있어 건너뛰었던 
문서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기화 실행에 대한 
CloudWatch 로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Crawled 검사한 문서 파일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SubmittedForDeletion 검사한 문서 중 데이터 소스에서 삭제되어 삭제를 
위해 제출된 문서의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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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단위: 수

DocumentsSubmittedForDeletionFailed 데이터 소스에서 삭제에 실패한 문서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SubmittedForIndexing 색인 생성을 위해 검토 및 제출된 문서 수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SubmittedForIndexingFailed 색인 생성을 위해 제출되었지만 색인을 생성할 수 
없는 문서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인덱싱된 문서에 대한 지표
다음 표에서는 인덱싱된 문서에 대한 Amazon Kendra 측정치를 설명합니다.
BatchPutDocument (p. 607)작업을 사용하여 인덱싱된 문서의 경우IndexId 차원만 지원됩니다.

지표 설명

DocumentsIndexed 인덱싱된 문서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 DataSourceId

단위: 수

DocumentsFailedToIndex 인덱싱할 수 없는 문서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로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차원:

• Index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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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 DataSourceId

단위: 수

IndexQueryCount 분당 인덱스 쿼리 수입니다.

차원:

• IndexId

단위: 수

아마존 CloudWatch 로그를 이용한 Amazon Kendra 
모니터링

Amazon Kendra Kendra는 Amazon CloudWatch Logs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운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합니다. Amazon Kendra 로그는 문서를 인덱싱할 때 문서의 세부 정보를 처리합니다. 문서를 인덱싱하는 동
안 발생하는 데이터 소스의 오류를 기록합니다. CloudWatch 로그를 사용하여 로그 파일을 모니터링, 저장 및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로그는 로그 그룹의 일부인 로그 스트림에 로그 이벤트를 저장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
는 이러한 기능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 로그 그룹—Amazon Amazon Kendra 모든 로그 스트림을 각 인덱스의 단일 로그 그룹에 저장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인덱스가 생성될 때 로그 그룹을 생성합니다. 로그 그룹 식별자는 항상 “aws/
kendra/”로 시작합니다.

• 로그 스트림—Amazon Kendra는 실행하는 각 인덱스 동기화 작업에 대해 로그 그룹에 새 데이터 소스 로
그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또한 스트림이 약 500개 항목에 도달하면 새 문서 로그 스트림이 생성됩니다.

• 로그 항목—Amazon Kendra는 문서를 인덱싱할 때 로그 스트림에 로그 항목을 생성합니다. 각 항목은 문
서 처리 또는 발생한 오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loudWatch 로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 Watch Logs 사용 설명서의 Amazon Cloud 
Watch Logs란 무엇입니까? 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Kendra Kendra는 두 가지 유형의 로그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 데이터 소스 로그 스트림 (p. 535)
• 문서 로그 스트림 스트림 (p. 536)

데이터 소스 로그 스트림
데이터 소스 로그 스트림은 인덱스 동기화 작업에 대한 항목을 게시합니다. 각 동기화 작업은 항목을 게시하
는 데 사용하는 새 로그 스트림을 만듭니다. 로그 스트림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data source id/YYYY-MM-DD-HH/data source sync job ID

동기화 작업이 실행될 때마다 새 로그 스트림이 생성됩니다.

데이터 소스 로그 스트림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로그 메시지가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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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싱을 위해 전송하지 못한 문서에 대한 로그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S3 데이터 원본에 있는 문서에 대한 
이 메시지의 예입니다.

{ 
    "DocumentId": "document ID", 
    "S3Path": "s3://bucket/prefix/object", 
    "Message": "Failed to ingest document via BatchPutDocument.", 
    "ErrorCode": "InvalidRequest", 
    "ErrorMessage": "No document metadata configuration found for document attribute key  
 city."
}

• 삭제를 위해 보내지 못한 문서에 대한 로그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이 메시지의 예입니다.

{ 
    "DocumentId": "document ID", 
    "Message": "Failed to delete document via BatchDeleteDocument.", 
    "ErrorCode": "InvalidRequest", 
    "ErrorMessage": "Document can't be deleted because it doesn't exist."  
}

• Amazon S3 버킷의 문서에 대한 잘못된 메타데이터 파일이 발견되었을 때의 로그 메시지입니다. 다음은 
이 메시지의 예입니다.

{ 
    "Message": "Found invalid metadata 
 file bucket/prefix/filename.extension.metadata.json."
}

• Amazon Kendra Kendra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의 경우 문서를 인덱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로그 스트림에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SharePoint 다음은 Amazon Kendra에서 기록하는 오류 메시지의 예입니다.

{  
    "DocumentID": "document ID",  
    "IndexID": "index ID",  
    "SourceURI": "",  
    "CrawlStatus": "FAILED",  
    "ErrorCode": "403",  
    "ErrorMessage": "Access Denied",  
    "DataSourceErrorCode": "403"
}

문서 로그 스트림 스트림
Amazon Kendra 문서를 인덱싱하는 동안 문서 처리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Amazon S3 데이터 소스에 
저장된 문서에 대한 메시지 세트를 기록합니다. Microsoft SharePoint 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에 저장
된 문서에 대한 오류만 기록합니다.

BatchPutDocument (p. 607)작업을 사용하여 문서를 인덱스에 추가한 경우 로그 스트림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YYYY-MM-DD-HH/UUID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문서를 인덱스에 추가한 경우 로그 스트림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지정됩니다.

dataSourceId/YYYY-MM-DD-HH/U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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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로그 스트림에는 최대 500개의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문서 인덱싱에 실패하면 다음 메시지가 로그 스트림에 출력됩니다.

{ 
    "DocumentId": "document ID", 
    "IndexName": "index name", 
    "IndexId": "index ID" 
    "SourceURI": "source URI" 
    "IndexingStatus": "DocumentFailedToIndex", 
    "ErrorCode": "400 | 500", 
    "ErrorMessage": "mess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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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Kendra의 보안
AW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매우 민감한 조직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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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라우드의 보안 -AWSAWS 클라우드에서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또한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 감사자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안 효과
를 정기적으로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AWS서비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속하는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 를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사용자의 책임은 사용하는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의 민감
도, 회사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Amazon Kendra Kendra를 사용할 때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
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적에 맞게 Amazon Kendra Kendra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또한 Amazon Kendra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주제
• Amazon Kendra Kendra의 데이터 보호 (p. 538)
• Amazon Kendra 및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AWS PrivateLink) (p. 540)
• Amazon Kendra에 대한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p. 541)
• 보안 모범 사례 (p. 557)
• Amazon Kendra Kendra에서 로깅 및 모니터링 (p. 557)
•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규정 준수 확인 (p. 557)
• Amazon Kendra Kendra의 복원성 (p. 558)
• Amazon Kendra Kendra의 인프라 보안 (p. 558)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구성 및 취약성 분석 (p. 558)

Amazon Kendra Kendra의 데이터 보호
공동 책임 모델AWS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AWS는 모든 AWS 클라우드를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콘텐츠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
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사용하는 AWS 서비스 서비스의 보안 구성과 관리 작업이 포함
돼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FAQ를 참조하세요. 유럽의 데이
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
세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AWS 계정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또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통해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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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에는 각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계정마다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합니다.
• SSL/TLS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TLS 1.2가 필요하며 TLS 1.3을 권장합니다.
• AWS CloudTrail로 API 및 사용자 활동 로깅을 설정합니다.
• AWS 암호화 솔루션을 AWS 서비스 내의 모든 기본 보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합니다.
• Amazon S3에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mazon Macie와 같은 고급 관

리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통해 AWS에 액세스할 때 FIPS 140-2 검증된 암호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FIPS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FIPS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FIPS) 140-2를 참조하세요.

고객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밀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태그나 이름(Name) 필드와 같은 자유 양식 필드에 입
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Amazon Kendra 또는 기타 에서 콘솔, APIAWS CLI, 또는AWS SDK를
AWS 서비스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름에 사용되는 태그 또는 자유 형식 필드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청구 또는 진단 로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 증명 정보를 URL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Amazon Kendra 사용자가 선택한 암호화 키로 저장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 AWS소유한AWS KMS 키입니다. 암호화 키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키로 데이터가 암호화됩니
다.

• 계정의AWS 관리형 KMS 키. 이 키는 Amazon Kendra Kendra에서 고객 대신 생성, 관리 및 사용합니다. 키 
이름은 입니다aws/kendra.

• 고객 관리형 키. 계정에서 생성한 암호화 키의 AR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KMS 키를 사용하
는 경우 Amazon Kendra Kendra가 키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키 정책을 키에 지정해야 합니다. 대칭 암호
화 고객 관리 KMS 키를 선택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비대칭 KMS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키 관리 (p. 539)을 참조하세요.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Amazon Kendra Kendra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합니다. HTTPS와
AWS 서명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하여 다른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VPC 사용하는 경우 를 사용하
여AWS PrivateLink VPC와 Amazon Kendra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 관리
Amazon Kendra 세 가지 유형의 키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덱스의 콘텐츠를 암호화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AWSAWSKMS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기본값입니다.
• AWS관리형 KMS 키입니다. 이 키는 사용자 계정에서 생성되며 Amazon Kendra Kendra에서 사용자를 대

신하여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 고객이 관리하는 KMS 키입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 또는 데이터 소스를 생성할 때 키를 생성하거

나AWS KMS 콘솔을 사용하여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칭 암호화 고객 관리 KMS 키를 선택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비대칭 KMS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WS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대칭 및 비대칭 키 사용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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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및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AWS PrivateLink)

인터페이스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VPC와 Amazon Kendra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AWS PrivateLink, NAT 디바이스, VPN 연결 또는AWS Direct 
Connect 연결 없이 비공개로 Amazon Kendra API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구동됩니다. VPC
의 인스턴스는 Amazon Kendra API와 통신하는 데 퍼블릭 IP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VPC와 Amazon 
Kendra 간의 트래픽은 Amazon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각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서브넷에서 하나 이상의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표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AWS PrivateLink)를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VPC 엔드포인트에 대한 고려 사항
Amazon Kendra에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기 전에 Amazon VPC 사용 설명서 에서 인터페이
스 엔드포인트 속성 및 제한 사항 을 검토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VPC 모든 API 작업에 대한 호출 수행을 지원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인터페이스 VPC 엔드
포인트 생성
Amazon VPC 콘솔이나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 서비스에 대
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엔드포
인트 생성을 참조하세요.

다음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여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 com.amazonaws.region.kendra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후에는endpoint-url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 API에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지정하는 다음 예제AWS CLI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kendra list-indices --endpoint-url https://VPC endpoint

여기서 VPC ######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가 생성될 때 생성되는 DNS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는 VPC 엔드포인트 ID, Amazon Kendra 서비스 이름 및 리전 이름이 포함됩니다. 예: vpce-1234-
abcdef.kendra.us-west-2.vpce.amazonaws.com.

엔드포인트에 대한 프라이빗 DNS를 활성화하면 지역의 기본 DNS 이름을 사용하여 Amazon Kendra 
Kendra에 API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kendra.us-east-1.amazonaws.com.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 서비스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정책 
생성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VPC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
다. 이 정책은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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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태스크를 수행할 있는 리소스.

자세한 정보는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
요.

예제: Amazon Kendra 작업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정책

다음은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책의 예입니다. 이 정책은 엔드포인트에 연결될 때 모
든 리소스의 모든 보안 주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나열된 Amazon Kendra 작업에 부여합니다.

{ 
   "Statement":[ 
      { 
         "Principal":"*", 
         "Effect":"Allow", 
         "Action":[ 
            "Query" 
         ], 
         "Resource":"*" 
      } 
   ]
}

Amazon Kendr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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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Kendra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
는 인증 (로그인) 및 권한 (권한 보유) 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IAM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주제
• 대상 (p. 541)
• 자격 증명을 통한 인증 (p. 542)
• 정책을 사용하여 액세스 관리 (p. 544)
• Amazon Kendra IAM과 작동하는 방식 (p. 545)
• 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548)
• AWS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관리형 정책 (p. 552)
• Amazon Kendra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p. 555)

대상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를 사용하는 방법은 Amazon Kendra Kendra에서 수행하는 작
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비스 사용자 — Amazon Kendra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격 증명과 권한을 관
리자가 제공합니다. 더 많은 Amazon Kendra 기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면 추가 권한이 필요할 수 있
습니다. 액세스 권한 관리 방식을 이해하면 적절한 권한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Kendra에 있는 기능에 액세스할 수 없다면 부분을 참조하세요Amazon Kendra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
결 (p.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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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자 — 회사에서 Amazon Kendra 리소스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Amazon Kendra 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 관리자는 서비스 사용자가 액세스해야 하는 Amazon Kendra 기능과 
리소스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IAM 관리자에게 요청을 제출하여 서비스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해야 합니
다. 이 페이지의 정보를 검토하여 IAM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세요. 회사가 Amazon Kendra에서 IAM을 사용하
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endra IAM과 작동하는 방식 (p. 545).

IAM 관리자 — IAM 관리자라면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정책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IAM에서 사용할 수 있는 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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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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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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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경우,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에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및 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를AWS 제공합니다. AWS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 요청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권장 방법을 사용하여 요청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의 <shared id="AWS"/> API 요청에 서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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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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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 사용자 및 그룹
IAM 사용자는 단일 개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내 자격 증명입니다. 
가능하면 암호 및 액세스 키와 같은 장기 보안 인증 정보가 있는 IAM 사용자를 생성하는 대신 임시 보안 인증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AM 사용자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특정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액세
스 키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장기 보안 인증이 필요한 사용 사례의 경
우 정기적으로 액세스 키 교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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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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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에 정책의 추가 종속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서비스 권한 부여 참조의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참조하십시오.

• 서비스 역할 - 서비스 역할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수임하는 IAM 역
할입니다. IAM 관리자는 IAM 내에서 서비스 역할을 생성,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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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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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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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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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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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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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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정책 평가 로직을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IAM과 작동하는 방식
IAM을 사용하여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전에 Amazon Kendra Kendra에서 사용
할 수 있는 IAM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 및 기타AWS 서비스가 IAM과 작동하는 방법을 전
체적으로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 의 IAM으로 작업하는AWS 서비스 를 참조하세요.

주제
• 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책 (p. 545)
• Amazon Kendra 리소스 기반 정책 (p. 547)
• ACL(액세스 제어 목록) (p. 547)
• Amazon Kendra 태그를 기반으로 권한 부여 (p. 547)
• Amazon Kendra IAM 역할 (p. 548)

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하면 허용되거나 거부되는 태스크와 리소스뿐 아니라 작업이 허용되거나 거
부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특정 작업, 리소스 및 조건 키를 지원합니다. 
JSON 정책에서 사용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알고 싶다면 IAM 사용 설명서의 IAM JSON 정책 요소 참조를 참
조하세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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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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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Kendra Kendra의 정책 작업은 작업 앞에 다음 접두사를 사용합니다kendra:. 예를 들어 사용자에
게ListIndices (p. 764) API 작업으로 Amazon Kendra 인덱스를 나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면 해당 정
책에kendra:ListIndices 작업을 포함합니다. 정책 문에는 Action 또는 NotAction 요소가 반드시 추
가되어야 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이 서비스로 수행할 수 있는 태스크를 설명하는 고유한 작업 집
합을 정의합니다.

명령문 하나에 여러 태스크를 지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쉼표로 구분합니다.

"Action": [ 
      "kendra:action1", 
      "kendra:action2"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태스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scribe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태스크를 지정하려면 다음 태스크를 포함합니다.

"Action": "kendra:Describe*"

Amazon Kendra 작업 목록을 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에서 Amazon Kendra Kendra에서 정의한 작업을 참조
하십시오.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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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

Amazon Kendra 인덱스 리소스의 ARN은 다음과 같습니다.

arn:${Partition}:kendra:${Region}:${Account}:index/${IndexId}

ARN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리소스 이름(ARN) 및 AWS 서비스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문에서 인덱스를 지정하려면 다음 ARN에 있는 인덱스의 GUID를 사용합니다.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index/${GUID}"

특정 계정에 속하는 모든 인덱스를 지정하려면 와일드카드 (*) 를 사용합니다.

"Resource": "arn:aws:${Region}:${Account}:index/*"

리소스 생성 작업과 같은 일부 Amazon Kendra 작업은 특정 리소스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와
일드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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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Amazon Kendra 리소스 유형 및 해당 ARN의 목록을 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Amazon Kendra 리소스 유
형을 참조하세요. 각 리소스의 ARN을 지정할 수 있는 작업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에서 정의한 작업 
을 참조하세요.

조건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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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Kendra Kendra는 서비스별 조건 키를 제공하지 않지만, 일부 전역 조건 키 사용을 지원합니다. 모든 
AWS 전역 조건 키를 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AWS 전역 조건 컨텍스트 키를 참조하세요.

예

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를 보려면 섹션을 참조하세요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
책 예제 (p. 548).

Amazon Kendra 리소스 기반 정책
Amazon Kendra Kendra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ACL(액세스 제어 목록)
Amazon Kendra Kendra는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위한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 태그를 기반으로 권한 부여
태그를 특정 유형의 Amazon Kendra 리소스와 연결하여 해당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기반으로 액세스를 제어하려면aws:RequestTag/key-name, 또는aws:TagKeys 조건 키를 사용
하여 정책의 조건 요소에 태그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위한 작업, 해당 리소스 유형 및 조건 키가 나와 있습니다. 각 작업은 해
당 리소스 유형과 연결된 태그를 기반으로 권한이 부여됩니다.

작업 리소스 유형 조건 키

CreateDataSource (p. 618)   aws:RequestTag,
aws:Tag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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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리소스 유형 조건 키

CreateFaq (p. 637)   aws:RequestTag,
aws:TagKeys

CreateIndex (p. 645)   aws:RequestTag,
aws:TagKeys

ListTagsForResource (p. 770) 데이터 소스, FAQ, 색인  

TagResource (p. 797) 데이터 소스, FAQ, 색인 aws:RequestTag,
aws:TagKeys

UntagResource (p. 799) 데이터 소스, FAQ, 색인 aws:TagKeys

Amazon Kendra 리소스 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태그 (p. 7). 리소스 태그를 기반
으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의 예제는 에서 확인할 수태그 기반 정책 예
제 (p. 551)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태그를 사용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IAM 역할
IAM 역할은 특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AWS 계정 내 엔터티입니다.

Amazon Kendra Kendra에서 임시 자격 증명 사용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페더레이션을 통해 로그인하거나, IAM 역할을 맡거나, 교차 계정 역할을 맡
을 수 있습니다. AssumeRole또는 등의AWS STS API 작업을 호출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얻습니다
GetFederationToken.

Amazon Kendra Kendra는 임시 자격 증명 사용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역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사용하면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의 리소스에 액세스해 사용자를 대신해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역할은 
IAM 계정에 나타나고, 해당 계정이 소유합니다. 즉, IAM 관리자가 이 역할에 대한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권한을 변경하면 서비스의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서비스 역할을 지원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에서 IAM 역할 선택

인덱스를 만들거나,BatchPutDocument 작업을 호출하거나, 데이터 소스를 생성하거나, FAQ를 생성할 때 
Amazon Kendra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액세스 역할 Amazon 리소
스 이름 (ARN) 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에 역할을 생성한 경우 Amazon Kendra 콘솔은 선택할 수 있는 역
할 목록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에 대한 액세스 역할Amazon Kendra (p. 11)을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및 역할은 Amazon Kendra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AWS Management Console, AWS CLI 또는 AWS API를 사용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IAM 관리자
는 지정된 리소스에서 특정 API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와 역할에게 부여하는 IAM 정책을 생
성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는 해당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 또는 그룹에 이러한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548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tag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html
https://docs.aws.amazon.com/STS/latest/APIReference/API_AssumeRole.html
https://docs.aws.amazon.com/STS/latest/APIReference/API_GetFederationToken.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terms-and-concepts.html#iam-term-service-role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이러한 예제 JSON 정책 문서를 사용하여 IAM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JSON 탭에서 정책 생성을 참조하세요.

주제
• 정책 모범 사례 (p. 549)
• AWS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관리형 (미리 정의된) 정책 (p. 549)
• 사용자가 자신이 권한을 볼 수 있도록 허용 (p. 550)
• Amazon Kendra 인덱스에 액세스 (p. 550)
• 태그 기반 정책 예제 (p. 551)

정책 모범 사례
ID 기반 정책에 따라 계정에서 사용자가 Amazon Kendra 리소스를 생성, 액세스 또는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결정됩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 AWS 계정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생성하거
나 편집할 때는 다음 지침과 권장 사항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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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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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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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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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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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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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관리형 (미리 정의된) 정책
AWS는 AWS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독립형 IAM 정책을 제공하여 많은 일반 사용 사례를 처리합니다. 이러
한 정책을AWS 관리형 정책이라고 합니다. AWS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면 정책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쉽게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사용자에게 권한 추
가를 참조하세요.

계정의 그룹 및 역할에 연결할 수 있는 다음AWS 관리형 정책은 Amazon Kendra Kendra에 고유합니다.

• AmazonKendraReadOnly— Amazon Kendra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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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KendraFullAccess— 모든 Amazon Kendra 리소스를 생성, 읽기, 업데이트, 삭제, 태그 지정 및 실
행할 수 있는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콘솔의 경우 역할에는iam:CreateRoleiam:CreatePolicyiam:AttachRolePolicy, 
및s3:ListBucket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Note

IAM 콘솔에 로그인하고 특정 정책을 검색하여 이러한 권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API 작업에 대한 권한을 허용하는 고유의 사용자 지정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권한이 필요한 IAM 역할 또는 그룹에 이러한 사용자 지정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에 대
한 IAM 정책에 대한 예시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endra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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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ListPolicyVersions", 
                "iam:ListPolicies", 
                "iam:ListUsers" 
            ], 
            "Resource": "*" 
        } 
    ]
}

Amazon Kendra 인덱스에 액세스
이 예제에서는AWS 계정의 사용자에게 색인을 쿼리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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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d": "QueryIndex", 
            "Effect": "Allow", 
            "Action": [ 
                "kendra:Query" 
            ], 
            "Resource": "arn:aws:kendra:${Region}:${Account}:index/${Index ID}" 
        } 
    ]
}

태그 기반 정책 예제
태그 기반 정책은 보안 주체가 태깅한 리소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지정하는 JSON 정책 문서입니
다.

예: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에 액세스

이 예제 정책은AWS 계정의 사용자 또는 역할에department 키와 값으로 태그가 지정된 모든 리소스에
서Query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finance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endra:Query"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aws:ResourceTag/department": "finance"  
                }  
            }  
        }  
   ]
}

예: 태그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 작업을 활성화합니다.

이 예제 정책은AWS 계정의 사용자 또는 역할에department 키와 값으로 태그가 지정된 리소스를 사용한 
작업을 제외한 모든 Amazon KendraTagResource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finance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kendra:*", 
            "Resource": "*" 
        }, 
        { 
            "Effect": "Deny", 
            "Action": [ 
                "kendra:TagResource"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aws:ResourceTag/departmen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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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예: 태그를 사용하여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이 예제 정책은 사용자가department 태그를 제공하고 허용된finance 값과 값을 갖지 않는 한AWS 계정
의 사용자 또는 역할이CreateIndex 작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액세스를IT 제한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kendra:CreateIndex", 
            "Resource": "*" 
        }, 
        { 
            "Effect": "Deny", 
            "Action": "kendra:CreateIndex", 
            "Resource": "*", 
            "Condition": { 
                "Null": { 
                    "aws:RequestTag/department": "true" 
                } 
            } 
        }, 
        { 
            "Effect": "Deny", 
            "Action": "kendra:CreateIndex", 
            "Resource": "*", 
            "Condition": { 
                "ForAnyValue:StringNotEquals": { 
                    "aws:RequestTag/department": [ 
                        "finance", 
                        "IT" 
                    ] 
                } 
            } 
        } 
    ]
}

AWS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관리형 정책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권한을 추가하려면 정책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것
이 편리합니다. 팀이 필요한 권한만 제공하는 IAM 고객 관리형 정책을 생성하는 데는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
요합니다. 빨리 시작하려면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적용되며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에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AWS 서비스 유지 관리 및 AWS 관리형 정책 업데이트입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서 권한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서비스는 때때로 추가 권한을 AWS 관리형 정책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유형의 업
데이트는 정책이 연결된 모든 자격 증명(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새로운 기능이 시작
되거나 새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AWS 관리형 정책에 업데이트됩니다. 서비스는 AWS 관리형 정책에
서 권한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업데이트로 인해 기존 권한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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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WS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있는 직무에 대한 관리형 정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ReadOnlyAccessAWS관리형 정책은 모든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
다. 서비스에서 새 기능을 시작하면 AWS는 새 작업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을 추가합니다. 직무 정
책의 목록과 설명은 IAM 사용 설명서의 직무에 관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AWS 관리형 정책: AmazonKendraReadOnly
Amazon Kendra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책에는 다음 권한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 kendra— 사용자가 항목 목록 또는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반환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는Describe,,ListQueryBatchGetDocumentStatusGetQuerySuggestions, 또는 로 시작하는 
API 작업이 포함됩니다GetSnapshots.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kendra:Describe*", 
                "kendra:List*", 
                "kendra:Query", 
                "kendra:BatchGetDocumentStatus", 
                "kendra:GetQuerySuggestions", 
                "kendra:GetSnapshots" 
            ], 
            "Effect": "Allow", 
            "Resource": "*" 
        } 
    ]
}

AWS 관리형 정책: AmazonKendraFullAccess
모든 Amazon Kendra 리소스를 생성, 읽기, 업데이트, 삭제, 태그 지정 및 실행할 수 있는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책에는 다음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kendra—보안 책임자가 Amazon Kendra Kendra의 모든 작업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 s3—주도자가 Amazon S3 버킷 위치 및 목록 버킷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iam—주도자가 역할을 전달하고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kms—주도자가AWS KMS 키와 별칭을 설명하고 나열할 수 있습니다.
• secretsmanager—보안 주체가 보안 정보를 생성, 설명 및 나열할 수 있습니다.
• ec2—주도자가 보안 그룹, VCP (가상 사설 클라우드) 및 서브넷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cloudwatch—교장이 Cloud Watch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iam:PassRole",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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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 
                "StringEquals": { 
                    "iam:PassedToService": "kendra.amazonaws.com" 
                } 
            } 
        }, 
        { 
            "Effect": "Allow", 
            "Action": [ 
                "iam:ListRole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SecurityGroups", 
                "ec2:DescribeVpcs", 
                "ec2:DescribeSubnet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kms:ListKeys", 
                "kms:ListAliases", 
                "kms:DescribeKey"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s3:ListAllMyBuckets", 
                "s3:GetBucketLocation"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ListSecret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cloudwatch:GetMetricData"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CreateSecret",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 
            "Resource": "arn:aws:secretsmanager:*:*:secret:AmazonKendra-*" 
        }, 
        { 
            "Effect": "Allow", 
            "Action": "kendra:*", 
            "Resou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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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WS관리형 정책에 대한 Amazon Kendra 업데이트

이 서비스가 이러한 변경 내용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Amazon KendraAWS 관리형 정책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다. 이 페이지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자동 알림을 받아보려면 Amazon Kendra 문서 기록 
페이지에서 RSS 피드를 구독하세요.

변경 사항 설명 날짜

AmazonKendraReadOnly
—지원 권한 GetSnapshots, 
BatchGetDocumentStatus API 추
가

Amazon Kendra 새로운 API
를GetSnapshots 추가하
고BatchGetDocumentStatus...
GetSnapshots는 사용자
가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상
호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주
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BatchGetDocumentStatus문
서 인덱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합니다.

2022년 1월 3일

AmazonKendraReadOnly 
GetQuerySuggestions —운영 지
원 권한 추가

Amazon Kendra Kendra에는 인
기 검색 쿼리에 대한 쿼리 제안을 
받을 수GetQuerySuggestions
있는 새 API가 추가되어 사용자의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추천 검색어가 
검색을 자동으로 완료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2021년 5월 27일

Amazon Kendra 변경 사항 추적 
시작

Amazon KendraAWS 관리형 정
책에 대한 변경 사항 추적을 시작
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Amazon Kendra 자격 증명 및 액세스 문제 해결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 및 IAM으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수
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 Amazon Kendra Kendra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p. 555)
• iam을 수행하도록 인증되지 않음:PassRole (p. 556)
• 관리자이며 다른 사용자가 Amazon Kendra Kendra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려고 함 (p. 556)
• 내AWS 계정 외부의 사용자가 Amazon Kendra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원함 (p. 556)

Amazon Kendra Kendra에서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AWS Management Console에서 태스크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자는 로그인 보안 인증 정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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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 오류는mateojackson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인덱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고 하지
만kendra:DescribeIndex 권한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User: arn:aws:iam::123456789012:user/mateojackson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kendra:DescribeIndex on resource: index ARN

이 경우 Mateo는 index 태스크를 사용하여 kendra:DescribeIndex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정
책을 업데이트하라고 관리자에게 요청합니다.

iam을 수행하도록 인증되지 않음:PassRole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수신되면 Amazon Kendra Kendra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iam:Pass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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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오류는 라는 IAM 사용자가 콘솔을 사용하여 Amazon Kendra Kendra에서 작업을marymajor 수
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려면 서비스에 서비스 역할이 부여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Mary는 서비스에 역할을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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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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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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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이며 다른 사용자가 Amazon Kendra Kendra에 액세스하도
록 허용하려고 함
다른 사용자가 Amazon Kendra Kendra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려면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 또는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IAM 엔터티 (사용자 또는 역할) 를 생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용자들은 해당 엔터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사용해 AWS에 액세스합니다. 그런 다음 Amazon Kendra Kendra에서 올바른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엔터티에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 시작하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IAM 위임 사용자 및 그룹 생성을 참조하세요.

내AWS 계정 외부의 사용자가 Amazon Kendra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를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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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azon Kendra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Kendra IAM
과 작동하는 방식 (p.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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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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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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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모범 사례
Amazon Kendra Kendra는 자체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모범 사례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완벽한 보안 솔루션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환경
에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최소 권한 원칙 적용
Amazon Kendra Kendra는IAM 역할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분화된 액세스 정책을 제공합니다. 
역할에 필요한 최소 권한 세트 (예: 애플리케이션 적용 및 로그 대상 액세스 포함) 만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
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변경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작업을 감사하여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RBAC) 권한
관리자는 Amazon Kendra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RBAC) 권한을 엄격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에서 로깅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Amazon Kendra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Amazon Kendra API 호출을 모니터링하려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CloudTrail. 작업 상태를 모니터링
하려면 Amazon CloudWatch Logs를 사용합니다.

• Amazon CloudWatch CloudWatch Alarps—경보를 사용하면 지정한 기간 동안 단일 지표를 감시합니
다. 메트릭이 정책을 초과하는 경우 CloudWatch 지표가 특정 상태에 있다고 해서 경보는 작업을 호출하
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가 변경되어 지정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마존을 통한 
Amazon Kendra 모니터링 CloudWatch (p. 531)을 참조하세요.

• AWS CloudTrail로그 — Amazon Kendra 또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
AWS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레코드를CloudTrail 제공합니다. 에서 수집한 CloudTrail 정보를 사용
하여 Amazon Kendra Kendra에 수행된 요청,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API 호출 로깅 로깅 로깅 로
깅 로깅AWS CloudTrail 로깅 (p. 527) 및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API 호출을AWS CloudTrail 로
그로 로깅 (p. 529)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Kendra에 대한 규정 준수 확인
타사 감사자는 여러 Amazon Kendra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mazon Kendra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Amazon Kendra 다음을 준수합니다.

• HIPAA(미국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 SOC (시스템 및 조직 제어) 2
• 정보 보안 등록 평가자 프로그램 (IRAP)
• 미국 동부/서부 지역의 연방정부의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 (FedRAMP) 중급
• AWS (미국 서부) 지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연방정부의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 GovCloud 

(Fed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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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 있는 AWS 서비스 목록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
스를 참조하세요. 일반적인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에서 보
고서 다운로드 를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Kendra를 사용할 때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의 규정 준수 목표 및 관련 법
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는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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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에 따라 아키텍처 설계 백서 — 이 백서에서는 기업에서AWS 를 사용하여 HIPAA
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규정  - 고객 조직이 속한 산업 및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워크북 및 가이드 모음입니다.
• AWS Config개발자 안내서의 규칙을 사용하여 리소스 평가 —AWS Config 서비스는 내부 사례, 업계 지침 

및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합니다.
• AWS Security Hub—이AWS 서비스는 보안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AWS 되도록 내 보안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기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의 복원성
AWS 글로벌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복성을 갖
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루어
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기존의 단일 또는 다중 데
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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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글로벌 인프라를 갖춘 Amazon Kendra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내결함성이 뛰어나고 확장 가능하며 가
용성이 높습니다. 인덱스의 이전 버전으로 롤백은 현재 지원되지 않지만 기존 데이터 소스를 삭제하고 인덱
스에 다시 추가하여 인덱스의 일부를 새로 고치거나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Kendra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서비스인 Amazon Kendra Kendra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설명된AWS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절차로 보호됩니다.

에서AWS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Amazon Kendra Kendra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이언
트가 전송 계층 보안(TLS) 1.2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Ephemeral Diffie-Hellman(DHE) 또는 
Elliptic Curve Ephemeral Diffie-Hellman(ECDHE)과 같은 PFS(전달 완전 보안, Perfect Forward Secrecy)가 
포함된 암호 제품군도 지원해야 합니다. Java 7 이상의 최신 시스템은 대부분 이러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청은 액세스 키 ID 및 IAM 주체와 관련된 보안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의 구성 및 
취약성 분석

AWS가 게스트 운영 체제(OS), 데이터베이스 패치, 방화벽 구성, 재해 복구 등의 기본 보안 작업을 처리합니
다. 적합한 제3자가 이 절차를 검토하고 인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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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취약성 분석

• 공동 책임 모델
• AW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

다음 리소스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의 구성 및 취약성 분석도 해결합니다.

• 의 규정 준수 확인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 의 보안 모범 사례 및 사용 사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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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리전

Amazon Kendra에 대한 할당량
지원되는 리전

사용 가능한AWSAmazon Kendra 지역 목록은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의Amazon Kendra 리전 및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십시오.

할당량
서비스 할당량 (한도라고도 함) 은AWS 계정의 최대 서비스 리소스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일반 참조
의AWS Service Quotas 참조하십시오.

설명 기본값 Edition 조정 가능

계정당 최대 5 개발자 예

계정당 최대 5 엔터프라이즈 예

인덱스당 최대 데이터 소
스 수

5 개발자 아니요

인덱스당 최대 데이터 소
스 수

50 엔터프라이즈 예

인덱스 또는 단일 스토리
지 용량 단위에 대해 추
출된 최대 텍스트 양입니
다. 개발자 에디션에는 
추가 유닛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3GB 개발자 예

인덱스 또는 단일 스토리
지 용량 단위에 대해 추
출된 최대 텍스트 양입
니다. 최대 100개의 추가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30GB 엔터프라이즈 예

인덱스 또는 단일 스토리
지 용량 단위의 최대 문
서 수입니다. 또한 추출
된 최대 텍스트 수를 초
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
발자 에디션에는 추가 유
닛을 추가할 수 없습니
다.

10,000개 개발자 예

인덱스 또는 단일 스토리
지 용량 단위의 최대 문
서 수입니다. 또한 추출
된 최대 텍스트 수를 초

100,000건 엔터프라이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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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설명 기본값 Edition 조정 가능
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
대 100개의 추가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또는 단일 쿼리 
용량 단위에 대한 초당 
최대 쿼리 수입니다. 개
발자 에디션에는 추가 유
닛을 추가할 수 없습니
다.

0.05 개발자 예

인덱스 또는 단일 쿼리 
용량 단위에 대한 초당 
최대 쿼리 수입니다. 최
대 100개의 추가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0.1 엔터프라이즈 예

인덱스당 최대 추가 스토
리지 용량 단위 수

100 엔터프라이즈 예

인덱스당 최대 추가 쿼리 
용량 단위 수

100 엔터프라이즈 예

쿼리당 최대 검색 결과 
수입니다. 기본값은 100
입니다. 100개 이상의 결
과를 허용하려면 할당량 
Support 참조하십시오.

100 모든 에디션 예

페이지당 최대 검색 결과 
수

100 모든 에디션 예

추천 결과 세트당 추천 
문서의 최대 수

4 엔터프라이즈 예

추천 결과 집합당 최대 
쿼리 텍스트 수

49 엔터프라이즈 예

추천 결과 집합의 쿼리 
텍스트당 최대 문자 수

1000 엔터프라이즈 예

인덱스당 추천 결과 세트
의 최대 수

50 엔터프라이즈 예

잘라내기 전의 쿼리 텍스
트당 최대 토큰 단어 수
입니다. 기본값은 30입니
다. 30단어 이상을 허용
하려면 할당량 Support
참조하십시오.

30 모든 에디션 예

단일 문서의 최대 50MB 모든 에디션 예

단일 문서에서 추출한 최
대 텍스트 양

5MB 모든 에디션 아니요

쿼리 속성당 최대 사용자 
그룹 목록 크기

10 모든 에디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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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설명 기본값 Edition 조정 가능

쿼리 속성당 최대 문자열 
목록 크기

10 모든 에디션 예

인덱스당 사용자 지정 속
성의 최대

500 모든 에디션 아니요

인덱스당 최대 FAQ 30 모든 에디션 예

최대 5MB 모든 에디션 예

FAQ에서 반환되는 최대 
결과

4 모든 에디션 예

FAQ 질문 결과에 표시되
는 최대 문자 수

200 모든 에디션 예

인덱스당 최대 1 모든 에디션 아니요

사전 파일의 최대 5MB 모든 에디션 예

사전당 최대 동의어 규칙 
수

10,000개 모든 에디션 예

인덱스의 모든 사전에서 
용어당 최대 동의어 수

10 모든 에디션 아니요

GetQuerySuggestions호
출당 반환되는 최대 쿼리 
제안 수

10 모든 에디션 예

인덱스당 최대 차단 목록 
수

1 모든 에디션 아니요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의 
최대

2MB 모든 에디션 예

차단 목록의 최대 항목 
수 (단어 또는 문구)

20,000건 모든 에디션 예

인덱스당 최대Amazon 
Kendra 경험 수

50 모든 에디션 예

QueryAPI 호출에서 반
환할 맞춤법 수정된 쿼리 
제안의 최대 수입니다.

1 모든 에디션 예

리스코어 실행 계획 또는 
단일 용량 단위에 대한 
초당 최대Rescore 요청 
수입니다. 최대 1000개
의 추가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0.01 엔터프라이즈 아니요

계정당 최대 리스코어 실
행 계획 수입니다.

50 엔터프라이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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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설명 기본값 Edition 조정 가능

Rescore요청에 포함된 
문서에Title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토큰 수입니
다.

100 엔터프라이즈 아니요

Rescore요청에 포함된 
문서에Body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토큰 수입니
다.

200 엔터프라이즈 아니요

Rescore요청당 최대 문
서 수입니다.

25 엔터프라이즈 아니요

Rescore요청의 그룹당 
최대 문서 수입니다.

3 엔터프라이즈 아니요

Amazon KendraService Quotas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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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이 섹션은 Amazon Kendra Kendra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
• 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p. 564)
• 문서 검색 결과 문제 해결 (p. 566)
• 일반적인 문제 해결 (p. 567)

데이터 원본 문제 해결
이 섹션은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문서가 색인되지 않았습니다.
Kendra 색인을 데이터 소스와 동기화할 때 문서의 색인이 생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
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원본에서 인덱싱할 새 문서 및 업데이트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
하고 색인에서 제거할 문서를 찾습니다. 둘째, 문서 수준에서 각 문서에 액세스하고 인덱싱합니다.

이 두 단계 중 하나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 수준 오류는 콘솔의 데이터 소스 세부 정보 
페이지의 동기화 실행 기록 섹션에 보고됩니다. 동기화 작업의 상태는 성공, 미완료 또는 실패일 수 있습니
다. 또한 작업 중에 인덱싱되고 삭제된 문서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실패인 경우 세부 정보 열에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문서 수준 오류는 Amazon CloudWatch Logs에 보고됩니다.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하여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동기화 작업이 실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덱스 또는 데이터 원본에 구성 오류가 있는 경우 동기화 작업이 실패합니다. 데이터 원본의 세
부 정보 열에 있는 오류 메시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인덱
스 또는 데이터 소스에 적절한 IAM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류 메시지는 누락된 권한을 설명합니다. 발생
할 수 있는 오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Failed to create log group for job. Please make sure that the IAM role provided 
has sufficient permissions.

인덱스 역할에 사용 CloudWatch 권한이 없는 경우 데이터 원본에서 CloudWatch 로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면 인덱스 역할에 CloudWatch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

Failed to access S3 file prefix (bucket name) while trying to crawl your 
metadata files. Please make sure the IAM Role (role ARN) provided has 
sufficient permissions.

Amazon S3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 Kendra 문서가 포함된 버킷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Kendra가 데이터 소스 IAM 역할에 버킷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

The provided IAM Role (role ARN) could not be assumed. Please make sure Amazon 
Kendra is a trusted entity that is allowed to assume the role.

Kendra 인덱스 및 데이터 소스 IAM 역할을 담당하려면 권한이 필요합니다. sts:AssumeRole작업에 대한 
권한이 있는 역할에 신뢰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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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Kendra가 데이터 소스를 인덱싱하는 데 필요한 IAM 정책은 을 참조하십시오IAM에 대한 액세스 역할
Amazon Kendra (p. 11).

내 동기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소스 수준 프로세스를 완료한 경우 일반적으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지만 문서 수준 프로세스 중에 오
류가 발생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문서는 아직 성공적으로 색인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Amazon S3 데이터 원본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 이상의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잘못되었습니다.
• 색인 생성을 위해 문서를 제출했지만 하나 이상의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색인에서 삭제하기 위해 문서를 제출했지만 하나 이상의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불완전한 동기화 작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CloudWatch 로그를 살펴보십시오.

1. 세부 정보 열에서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CloudWatch.
2. 오류 메시지를 검토하여 문서 실패의 원인을 확인하십시오.

동기화 작업이 성공했지만 인덱싱된 문서가 없습니다.
인덱스 동기화 작업 실행이 성공으로 표시되지만 새 문서나 업데이트된 문서가 예상대로 인덱싱되지 않는 경
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loudWatch DocumentsSubmittedForIndexingFailed지표를 확인하여 동기화에 실패한 문서가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CloudWatch 로그를 확인하세요.

• Amazon S3 데이터 원본의 경우 Kendra에 잘못된 버킷 이름 또는 접두사를 지정했을 수 있습니다. Kendra
가 사용하는 버킷이 인덱싱할 문서가 들어 있는 버킷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전 작업에서 인덱싱에 실패한 문서를 다시 인덱싱할 때 Kendra는 문서 또는 관련 메타데이터 파일을 변
경하지 않는 한 인덱싱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동기화하는 동안 파일 형식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데이터 소스를 동기화하는 동안 파일 형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서 유
형이 Kendra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에서 지원하는 문서 유형 목록은 문서 유형을Amazon Kendra 참조
하십시오.

일반 텍스트 파일과 함께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 유형으로PLAIN_TEXT 지정하
십시오.

데이터 원본을 동기화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문서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 Amazon Kendra 인덱스의 동기화 시간이 문서 수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증가
합니다. 예를 들어 업데이트가 없는 문서 1,000개는 동기화하는 데 약 5분이 걸리고 업데이트가 없는 문서 
2,000개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문서가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된 문서 수에 따라 동기화 시간이 늘어납니다.

데이터 원본 동기화 요금은 얼마인가요?
인덱스를 동기화할 때 Amazon EC2 워밍업하고 활성화하여 필요한 연결을 설정하는 데 2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사용량 측정기는 동기화 작업이 시작된 후에만 시작됩니다. Kendra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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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EC2 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Amazon EC2 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가상 사설 클라우드 (VPC) 데이터 소스를 동기화하는 동안 Amazon EC2 무단 작업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VPC IAM 역할에 필요한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사용하는 IAM 역할에 연결된 권한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Virtual Private Cloud (VPC)IAM 역할 (p. 57)을 참조하세요.

검색 인덱스 링크를 사용하여 Amazon S3 객체를 열 수 
없습니다.
Kendra 인덱스는 Amazon S3 데이터 소스에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파일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Kendra는 객체의 공개 또는 암호화 여부를 결정하는 Amazon S3 권한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Kendra에는 Amazon S3 객체에 대한 서명된 링크를 생성하거나 반환할 기본 권한이 없습니다. Kendra 인덱
스의 Amazon S3 객체에 대해 서명된 링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검색 페이지에 결과를 반환하기 전에 source uri 객체와 함께 인덱스 쿼리 결과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서명된 URL을 사용한 객체 step-by-step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 Amazon S3 객체 메타데이터 소스 uri를 재정의하고 Amazon S3 버킷에 연결된 CloudFront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DN) 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전 서명된 URL을 반환하고 이
를 공개하는 API Gateway 프록시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L 인증서 파일을 사용할AccessDenied 때 오류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SSL 인증서를 사용할 때 액세스 거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IAM 역할에 지정된 위치의 
SSL 인증서 파일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증서가 키로 암호화된 경우 IAM 역할에도AWS 
KMS 키를 사용하여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AWS KMS 자세한 내용은 에 대한 인증 및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AWS KMS.

SharePoint 데이터 원본을 사용할 때 인증 오류가 발생
합니다.
색인을 SharePoint 데이터 원본과 동기화하는 동안 권한 부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에서 사이트 관리자 역
할이 할당되었는지 확인하세요 SharePoint.

색인이 Confluence 데이터 소스의 문서를 크롤링하지 
않습니다.
동기화 프로세스 중에 Kendra 색인이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서 문서를 크롤링하지 않는 경우 
Confluence의 관리자 그룹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서 검색 결과 문제 해결
이 섹션은 Amazon Kendra 검색 결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검색 결과가 내 검색어와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 Amazon Kendra 문서 제목, 텍스트, 날짜, 사용자 지정 텍스트 필
드 또는 속성과 같은 여러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가 관련이 없어 보인다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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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00개의 결과만 표시되나요?

색어에 대한 사용자 지정 동의어를 색인에 추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동의어 사용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인덱스에 사용자 지정 동의어 추가 (p. 466).

왜 100개의 결과만 표시되나요?
Amazon Kendra 관련 문서의 총 개수를 반환합니다. 기본적으로 쿼리당 상위 100개가 반환됩니다. 결과는 
페이지별로 표시됩니다. 를PageNumber 사용하여 다른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쿼리당 최대 1,000개의 문서 또는 검색 결과를 반환하고 페이지당 최대 100개의 결과를 반환하도록 Amazon 
Kendra Kendr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결과를 반환하려면 Quotas Support 문의하여 이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수를 늘리면 지연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가 왜 누락되었나요?
Amazon Kendra Kendra는 사용자 및 그룹을 기반으로 액세스 제어 목록 (ACL) 을 지원합니다. Amazon 
Kendra 커넥터를 통해 ACL 정책을 수집합니다. 색인이 ACL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및 그룹의 속성 필
터와 일치하는 문서만 표시됩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 속성 필터가 제공된 경우 ACL이 없는 문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큰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는 경우 ACL 정책이 없는 문서와 사용자 및 그룹과 일치하는 문서가 표시됩
니다.

ACL 정책이 있는 문서가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덱스에서 액세스 제어 정책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필터를 통해 사용자 및 그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 및 그룹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모든 관련 문서가 반환됩니다. 모든 ACL 정책은 무시됩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Kendra는 CloudWatch 메트릭과 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 동기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메트릭
과 로그를 사용하여 동기화 실행 시 발생한 문제 및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은 CloudWatch 메트릭으로 시작하십시오.

• DocumentsCrawled메트릭을 확인하여 데이터 소스에서 검사한 문서 수를 확인하세요. Amazon S3 버킷
의 경우, 숫자가 예상보다 적으면 데이터 소스가 올바른 버킷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DocumentsSkippedNoChange메트릭을 확인하여 마지막 동기화 이후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뛰
었던 문서 수를 확인하세요. 숫자가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리포지토리가 올바르게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DocumentsSkippedInvalidMetadata메트릭을 확인하여 잘못된 메타데이터가 있는 문서 수를 확인하
십시오. CloudWatch 로그를 확인하여 발생한 특정 오류를 확인하세요.

• DocumentsSubmittedForIndexingFailed지표를 확인하여 데이터 소스에서 인덱스로 전송되었지만 
인덱싱에 실패한 문서 수를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용자 지정 인덱스 필드로 정의되지 않은 Amazon 
S3 데이터 소스의 메타데이터 속성을 사용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CloudWatch 로그를 확
인하여 발생한 특정 오류를 확인하세요.

• DocumentsSubmittedForDeletionFailed지표를 확인하여 데이터 소스가 인덱스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한 문서가 인덱스에서 삭제되지 않은 문서의 수를 확인하십시오. CloudWatch 로그를 확인하여 발생
한 특정 오류를 확인하세요.

특정 동기화 실행의 CloudWatch 로그를 보면 실행 중에 발생한 오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
다. Kendra의 CloudWatch 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아마존 CloudWatch 로그를 이용한 
Amazon Kendra 모니터링 (p.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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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관리를 위한 지능형 랭킹 OpenSearch

Amazon Kendra인텔리전트 순위
Amazon Kendra인텔리전트 랭킹은Amazon Kendra 시맨틱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 서비스 결과의 순위
를 지능적으로 다시 매깁니다.

주제
• Amazon Kendra자체 관리를 위한 지능형 랭킹 OpenSearch (p. 568)
• 검색 서비스 결과의 의미론적 순위 지정 (p. 576)

Amazon Kendra자체 관리를 위한 지능형 랭킹 
OpenSearch

Apache 2.0 License 기반의 자체 관리형 오픈 소스 검색 서비스에서 OpenSearch의 시맨틱 검색 기능을 활
용하여Amazon Kendra 검색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은 를 사
용하여 OpenSearch 결과의 순위를 의미적으로 다시 매깁니다Amazon Kendra. 이는 기본 OpenSearch 검색 
결과에서 문서 본문이나 제목과 같은 특정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 쿼리의 의미와 컨텍스트를 이해함으로써 이
루어집니다.

“주요 기조 연설”이라는 쿼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쿼리의 의미를 
유추하여 의도한 의미에 맞는 관련 정보를 반환할Amazon Kendra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것은 컨
퍼런스 기조 연설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검색 서비스는 의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며 Main Street의 도
로명 주소에 대한 결과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의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은 OpenSearch (자체 관리형) 버전 2.4.0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Search 퀵 스타트 Bash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이 포함
된 새 Docker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OpenSearch 참조인텔리전트 검색 (p. 568) —다음은 빠르게 
시작하고 실행할 수 있는 설정의 예입니다.

지능형 검색 플러그인의 작동 방식
OpenSearch (자체 관리형) 용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의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penSearch 사용자가 쿼리를 발행하고 쿼리 응답 또는 쿼리와 관련된 문서 목록을 OpenSearch 제공합
니다.

2.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은 쿼리 응답을 받아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합니다.
3.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은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의 Rescore API를 호출합니다.
4. RescoreAPI는 문서에서 추출된 정보를 가져와 의미론적으로 검색 결과의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5. RescoreAPI는 순위가 조정된 검색 결과를 플러그인으로 다시 보냅니다. 플러그인은 새로운 시맨틱 순위

를 반영하여 OpenSearch 검색 응답의 검색 결과를 재정렬합니다.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은 “본문” 및 “제목” 필드를 사용하여 결과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이러한 플러그인 
필드는 문서 본문 및 제목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OpenSearch 색인의 필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인에 “chapter_heading” 및 “chapter_contents”와 같은 필드가 있는 책의 장이 포함된 경우 전자를 “제목”에 
매핑하고 후자를 “본문”에 매핑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검색
다음은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빠르게 설정 OpenSearch (자체 관리) 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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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을 통한 설정 OpenSearch (자체 관리) (빠른 설정)

이미 Docker 이미지를opensearch:2.4.0 사용하고 있다면 이 Dockerfile을 사용하여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으로 OpenSearch 2.4.0의 새 이미지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도커-컴포지.yml 파일 또는 
opensearch.yml 파일에 새 이미지를 위한 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 또한 리전 및 엔드포인트 정보와 함께 리
전 및 엔드포인트 정보와 함께 리전 실행 계획을 만들 때 생성한 리스코어 실행 계획 ID를 포함해야 합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을 만들려면 2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2.4.0 이전 버전의opensearch Docker 이미지를 다운로드했다면 Docker 이미지 이상을 사용하고 인
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이 포함된 새 이미지를 빌드해야 합니다.opensearch:2.4.0

1. 운영 체제에 맞는 docker 데스크톱을 (를) 를 도커 데스크톱에는 도커 컴포즈와 도커 엔진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컴퓨터가 Docker 설치 세부 정보에 언급된 시스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
니다.

Docker Desktop의 설정에서 메모리 사용 요구 사항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Docker 서비스에 대해 무료
로 제공되는 사용 한도를 벗어나는 Docker 사용 요구 사항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Docker 구
독을 참조하십시오.

Docker 데스크톱 상태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2. Amazon Kendra인텔리전트 랭킹 및 용량 요구 사항을 프로비저닝하세요. Amazon Kendra인텔리전트 

랭킹을 프로비저닝하면 설정된 용량 단위를 기준으로 시간당 요금이 청구됩니다. 프리 티어 및 가격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CreateRescoreExecutionPlanAPI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합니다Rescore API. 단일 단위 기본값보다 
많은 용량 단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단위를 더 추가하지 말고 재채점 실행 계획의 이름만 입력하세요.
UpdateRescoreExecutionPlanAPI를 사용하여 용량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검색 서비스 결과의 의미론적 순위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선택적으로 3단계로 이동하여 퀵 스타트 Bash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기본 재점수 조정 실행 계획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응답에 포함된 리스코어 실행 계획 ID를 기록해 둡니다.

CLI

aws kendra-ranking create-rescore-execution-plan \ 
  --name MyRescoreExecutionPlan \  
  --capacity-units '{"RescoreCapacityUnits":<integer number of additional capacity 
 units>}' 
  
Response: 
  
{ 
    "Id": "<rescore execution plan ID>", 
    "Arn": "arn:aws:kendra-ranking:<region>:<account-id>:rescore-execution-plan/
<rescore-execution-plan-id>"
}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_ranking = boto3.client("kendra-ranking")

print("Create a rescore execu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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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de a name for the rescore execution plan
name = "MyRescoreExecutionPlan"
# Set your required additional capacity units
# Don't set capacity units if you don't require more than 1 unit given by default
capacity_units = 1

try: 
    rescore_execution_plan_response = kendra_ranking.create_rescore_execution_plan( 
        Name = name, 
        CapacityUnits = {"RescoreCapacityUnits":capacity_units} 
    ) 

    pprint.pprint(rescore_execution_plan_response) 

    rescore_execution_plan_id = rescore_execution_plan_response["Id"]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rescore execution plan.")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rescore execution plan, such as the status 
        rescore_execution_plan_description = 
 kendra_ranking.describe_rescore_execution_plan( 
            Id = rescore_execution_plan_id 
        ) 
        # When status is not CREATING quit. 
        status = rescore_execution_plan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rescore execution plan.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CREATING": 
            break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3. 기본 브랜치 드롭다운에서 버전 브랜치를 OpenSearch 선택하여 사용 중인 버전에 GitHub 맞는 퀵 스타
트 Bash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십시오.

4. 터미널을 열고 Bash 스크립트의 디렉터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bash search_processing_kendra_quickstart.sh -p <execution-plan-id> -r <region>

이 명령을 실행하면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을 프로비전할 때 2단계에서 기록한 리스코어 실
행 계획 ID를 지역 정보와 함께 제공합니다. 선택적으로--create-execution-plan 옵션을 사용하여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을 대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이름과 기본 용량이 포
함된 재채점 실행 계획이 생성됩니다. 환경 변수, 기본 프로필 또는Amazon EC2 인스턴스에서AWS 자
격 증명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profile 옵션을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제공하십시오.

기본 임시 컨테이너가 제거될 때 인덱스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려면--volume-name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볼륨 이름을 제공하여 실행 중에도 인덱스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색인을 만든 경
우 docker-compose.yml 또는 opensearch.yml 파일에서 볼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스크립트용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선택한 버전을 사용하는 Docker 이미지 
OpenSearch 및 OpenSearch 대시보드를 사용합니다.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의 zip 파일을 다운로
드하고 플러그인이 OpenSearch 포함된 새 Docker 이미지를Dockerfile 빌드하기 위한 a를 생성합니
다. 또한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 및 OpenSearch 대시보드를 위한 OpenSearch 컨테이너가 포함된
docker-compose.yml 파일을 생성합니다. 스크립트는 recore 실행 계획 ID, 리전 정보 및 엔드포인트 (리
전 사용) 를 docker-compose.yml 파일에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스크립트가docker-compose up 실행
되어 인텔리전트 랭킹과 OpenSearch 대시보드가 포함된 컨테이너를 시작합니다. OpenSearch 컨테이
너를 제거하지 않고 중지하려면 를 실행하십시오docker-compose stop. 컨테이너를 제거하려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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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합니다docker-compose down.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실행하지 마세요docker-compose 
down -v.

docker-compose.yml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 및 OpenSearch 대시보드 2.4.0 이상과 함께 OpenSearch 2.4.0 이상을 사용하는 
docker-compose.yml 파일의 예입니다.

version: '3'
networks: 
  opensearch-net:
volumes:  
  <volume-name>:
services: 
  opensearch-node: 
    image: <Docker image tag name of OpenSearch with Intelligent Ranking plugin> 
    container_name: opensearch-node 
    environment:  
      - cluster.name=opensearch-cluster 
      - node.name=opensearch-node 
      - discovery.type=single-node 
      - kendra_intelligent_ranking.service.endpoint=https://kendra-ranking.<region>.api.aws 
      - kendra_intelligent_ranking.service.region=<region> 
      - kendra_intelligent_ranking.service.execution_plan_id=<rescore-execution-plan-id> 
    ulimits: 
      memlock: 
        soft: -1 
        hard: -1 
      nofile: 
        soft: 65536 
        hard: 65536 
    ports: 
      - 9200:9200 
      - 9600:9600 
    networks: 
      - opensearch-net 
  volumes: 
    <docker-volume-name>:/usr/share/opensearch/data  
  opensearch-dashboard: 
   image: opensearchproject/opensearch-dashboards:<your-version> 
   container_name: opensearch-dashboards 
   ports: 
     - 5601:5601 
   environment: 
     OPENSEARCH_HOSTS: '["https://opensearch-node:9200"]' 
   networks: 
     - opensearch-net

Dockerfile 예제 및 이미지 작성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과 함께 OpenSearch 2.4.0 이상을 사용하는 예제입니다.Dockerfile

FROM opensearchproject/opensearch:<your-version>
RUN /usr/share/opensearch/bin/opensearch-plugin install --batch  https://github.com/
opensearch-project/search-processor/releases/download/<your-version>/search-processor.zip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을 OpenSearch 사용하여 Docker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docker build --tag=<Docker image tag name of OpenSearch with Intelligent Ranking plu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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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검색 플러그인과의 상호작용
Intelligent Ranking 플러그인을 설정 OpenSearch (자체 관리) 한 후에는 curl 명령어 또는 OpenSearch 클라
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플러그인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으로 액세스
하기 OpenSearch 위한 기본 자격 증명은 사용자 이름 'admin'과 암호 'admin'입니다.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 설정을 OpenSearch 인덱스에 적용하려면:

Curl

curl -XPUT "https://localhost:9200/<your-docs-index>/_settings" -u 'admin:admin' --
insecure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d'
{ 
  "index": { 
    "plugin" : { 
      "searchrelevance" : { 
        "result_transformer" : { 
          "kendra_intelligent_ranking": { 
              "order": 1, 
              "properties": { 
                "title_field": "title_field_name_here", 
                "body_field": "body_field_name_here" 
              } 
          } 
        } 
      } 
    } 
  }
}
'

Python

pip install opensearch-py

from opensearchpy import OpenSearch
host = 'localhost'
port = 9200
auth = ('admin', 'admin')

client = OpenSearch( 
    hosts = [{'host': host, 'port': port}], 
    http_compress = True, # enables gzip compression for request bodies 
    http_auth = auth, 
    # client_cert = client_cert_path, 
    # client_key = client_key_path, 
    use_ssl = True, 
    verify_certs = False, 
    ssl_assert_hostname = False, 
    ssl_show_warn = False, 
    ca_certs = ca_certs_path
)

setting_body = { 
    "index": { 
        "plugin" : { 
            "searchrelevance" : { 
                "result_transformer" : { 
                    "kendra_intelligent_ranking": { 
                            "order": 1, 
                            "properties": { 
                                "title_field": "title_field_name_here", 
                                "body_field": "body_field_name_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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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response = client.indices.put_settings(index_name, body=setting_body)

순위를 다시 매기는 데 사용할 기본 텍스트 필드 (예: 문서 본문 또는 문서 콘텐츠 필드) 의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문서 제목이나 문서 요약과 같은 다른 텍스트 필드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쿼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결과 순위가 매겨집니다.

Curl

curl -XGET "https://localhost:9200/<your-docs-index>/_search?pretty" -u 'admin:admin' 
 --insecure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d'
{ 
  "query" : { 
    "match" : { 
      "body_field_name_here": "intelligent systems" 
    } 
  }
}
'

Python

from opensearchpy import OpenSearch
host = 'localhost'
port = 9200
auth = ('admin', 'admin')

client = OpenSearch( 
    hosts = [{'host': host, 'port': port}], 
    http_compress = True, # enables gzip compression for request bodies 
    http_auth = auth, 
    # client_cert = client_cert_path, 
    # client_key = client_key_path, 
    use_ssl = True, 
    verify_certs = False, 
    ssl_assert_hostname = False, 
    ssl_show_warn = False, 
    ca_certs = ca_certs_path
)

query = { 
  'size': 10, 
  "query" : { 
    "match" : { 
      "body_field_name_here": "intelligent systems" 
    } 
  }
}

response = client.search( 
    body = query, 
    index = index_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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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nSearch results:')
print(response)

OpenSearch 인덱스의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 설정을 제거하려면:

Curl

curl -XPUT "http://localhost:9200/<your-docs-index>/_settings"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d'
{ 
  "index": { 
    "plugin": { 
      "searchrelevance": { 
        "result_transformer": { 
          "kendra_intelligent_ranking.*": null 
        } 
      } 
    } 
  }
}
'

Python

from opensearchpy import OpenSearch
host = 'localhost'
port = 9200
auth = ('admin', 'admin')

client = OpenSearch( 
    hosts = [{'host': host, 'port': port}], 
    http_compress = True, # enables gzip compression for request bodies 
    http_auth = auth, 
    # client_cert = client_cert_path, 
    # client_key = client_key_path, 
    use_ssl = True, 
    verify_certs = False, 
    ssl_assert_hostname = False, 
    ssl_show_warn = False, 
    ca_certs = ca_certs_path
)

setting_body = { 
  "index": { 
    "plugin": { 
      "searchrelevance": { 
        "result_transformer": { 
          "kendra_intelligent_ranking.*": null 
        } 
      } 
    } 
  }
}

response = client.indices.put_settings(index_name, body=setting_body)

특정 쿼리에서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을 테스트하거나 특정 본문 및 제목 필드에서 테스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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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l

curl -XGET "https://localhost:9200/<your-docs-index>/_search?pretty" -u 'admin:admin' 
 --insecure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d'
{ 
  "query": { 
    "multi-match": { 
      "query": "intelligent systems", 
      "fields": ["body_field_name_here", "title_field_name_here"] 
    } 
  }, 
  "size": 25, 
  "ext": { 
    "search_configuration": { 
      "result_transformer": { 
        "kendra_intelligent_ranking": { 
          "order": 1, 
          "properties": { 
            "title_field": "title_field_name_here", 
            "body_field": "body_field_name_here" 
          } 
        } 
      } 
    } 
  }
}
'

Python

from opensearchpy import OpenSearch
host = 'localhost'
port = 9200
auth = ('admin', 'admin')

client = OpenSearch( 
    hosts = [{'host': host, 'port': port}], 
    http_compress = True, # enables gzip compression for request bodies 
    http_auth = auth, 
    # client_cert = client_cert_path, 
    # client_key = client_key_path, 
    use_ssl = True, 
    verify_certs = False, 
    ssl_assert_hostname = False, 
    ssl_show_warn = False, 
    ca_certs = ca_certs_path
)

# Index settings null for kendra_intelligent_ranking

query = { 
  "query": { 
    "multi_match": { 
      "query": "intelligent systems", 
      "fields": ["body_field_name_here", "title_field_name_here"]  
    } 
  }, 
  "size": 25, 
  "ext": { 
    "search_configuration": { 
      "result_transformer": { 
        "kendra_intelligent_ranking": { 
          "order": 1,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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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_field": "title_field_name_here", 
            "body_field": "body_field_name_here" 
          } 
        } 
      } 
    } 
  }
}

response = client.search( 
    body = query, 
    index = index_name
)

print('\nSearch results:')
print(response)

OpenSearch 결과와Amazon Kendra 결과 비교
side-by-side OpenSearch (자체 관리) 순위 결과를Amazon Kendra 의 순위 조정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OpenSearch 대시보드 버전 2.4.0 이상에서는 검색 쿼리의 문서 순위를 지정하는 방법과 문서 OpenSearch 
순위를Amazon Kendra 비교하거나 플러그인이 문서 순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side-by-side 결
과를 제공합니다.

OpenSearch 순위가 매겨진 결과를Amazon Kendra 순위가 다시 매겨진 결과와 비교하기 전에 Intelligent 
Ranking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OpenSearch 서버가 OpenSearch 대시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세요. 
Docker와 퀵 스타트 Bash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검색 (p. 568)를 참조
하세요.

다음은 OpenSearch 대시보드에서 결과를 OpenSearch 비교하고Amazon Kendra 검색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penSearch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OpenSearch 대시보드의 검색 결과 비교

1. http://localhost:5601 을 열고 OpenSearch 대시보드에 로그인합니다. 기본 자격 증명은 사용자 이름 
'admin'과 암호 'admin'입니다.

2. 탐색 메뉴의 OpenSearch 플러그인에서 검색 관련성을 선택합니다.
3. 검색줄에 검색줄에 검색줄에 를
4. 쿼리 1에 대한 인덱스를 선택하고 OpenSearch 쿼리 DSL에 쿼리를 입력합니다. %SearchText%변수를 

사용하여 검색 표시줄에 입력한 검색 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쿼리의 예는 OpenSearch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이 쿼리에 대해 반환된 OpenSearch 결과는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
은 결과입니다.

5. 쿼리 2에 대해 동일한 인덱스를 선택하고 OpenSearch 쿼리 DSL에 동일한 쿼리를 입력합니다. 또한 확
장 프로그램을kendra_intelligent_ranking 포함시키고 순위를body_field 매길 필수 항목을 
지정하십시오. 제목 필드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본문 필드는 필수입니다. 이 쿼리의 예는 OpenSearch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쿼리에 대해 반환된 결과는 인텔리전트 랭킹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순위가
Amazon Kendra 다시 매겨진 결과입니다. 플러그인은 최대 25개의 결과 순위를 매깁니다.

6. 결과를 반환하고 비교하려면 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 서비스 결과의 의미론적 순위 지정
Amazon Kendra인텔리전트Amazon Kendra 랭킹은 시맨틱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 서비스의 결과 순위
를 다시 매깁니다. 검색 쿼리의 의도와 컨텍스트는 물론 검색 서비스 문서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
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Amazon Kendra 지능형 랭킹은 간단한 키워드 매칭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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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scoreExecutionPlanAPI는 Rescore API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되는Amazon Kendra 인텔리전
트 랭킹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RescoreAPI는 OpenSearch (자체 관리) 와 같은 검색 서비스의 검색 결과 순
위를 다시 매깁니다.

전화를CreateRescoreExecutionPlan 걸면 검색 서비스 결과 순위를 다시 매기는 데 필요한 용량 단위
를 설정합니다. 단일 단위 기본값 외에 더 많은 용량 단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을 변경하지 마십시
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이름만 입력하십시오. 추가 단위를 최대 100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용
량 단위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량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Kendra인텔리전트 랭킹
을 프로비저닝하면 설정된 용량 단위를 기준으로 시간당 요금이 청구됩니다. 프리 티어 및 가격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리스코어 실행 계획 ID가 생성되어 호출 시 응답에 반환됩니다CreateRescoreExecutionPlan.
RescoreAPI는 rescore 실행 계획 ID를 사용하여 설정한 용량을 사용하여 검색 서비스 결과의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검색 서비스의 구성 파일에 rescore 실행 계획 ID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OpenSearch (자체 관
리형) 를 사용하는 경우 docker-compose.yml 또는 opensearch.yml 파일에 점수 재기록 실행 계획 ID를 포함
해야 합니다. 지능형 순위 지정 OpenSearch (셀프 서비스) 결과를 참조하십시오.

전화를 걸면 Amazon 리소스 이름 (ARN) 도 응답에 생성됩니다CreateRescoreExecutionPlan. 이 ARN
을 사용하여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에서 권한 정책을 생성하여 특정 Rescore 실행 계
획의 특정 ARN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량 단위를 1로 설정한 상태에서 재채점 실행 계획을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CLI

aws kendra-ranking create-rescore-execution-plan \ 
  --name MyRescoreExecutionPlan \  
  --capacity-units '{"RescoreCapacityUnits":1}' 
  
Response: 
  
{ 
    "Id": "<rescore execution plan ID>", 
    "Arn": "arn:aws:kendra-ranking:<region>:<account-id>:rescore-execution-plan/
<rescore-execution-plan-id>"
}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_ranking = boto3.client("kendra-ranking")

print("Create a rescore execution plan.")

# Provide a name for the rescore execution plan
name = "MyRescoreExecutionPlan"
# Set your required additional capacity units
# Don't set capacity units if you don't require more than 1 unit given by default
capacity_units = 1

try: 
    rescore_execution_plan_response = kendra_ranking.create_rescore_execution_plan( 
        Name = name, 
        CapacityUnits = {"RescoreCapacityUnits":capacity_units} 
    ) 

    pprint.pprint(rescore_execution_plan_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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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core_execution_plan_id = rescore_execution_plan_response["Id"]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create the rescore execution plan.")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rescore execution plan, such as the status 
        rescore_execution_plan_description = 
 kendra_ranking.describe_rescore_execution_plan( 
            Id = rescore_execution_plan_id 
        ) 
        # When status is not CREATING quit. 
        status = rescore_execution_plan_description["Status"] 
        print(" Creating rescore execution plan.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CREATING": 
            break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import java.util.concurrent.TimeUni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KendraRanking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CapacityUnitsConfiguration;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CreateRescoreExecutionPlan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CreateRescoreExecutionPlan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DescribeRescoreExecutionPlan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DescribeRescoreExecutionPlan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RescoreExecutionPlanStatus;

public class CreateRescoreExecutionPlan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String rescoreExecutionPlanName = "MyRescoreExecutionPlan"; 
    int capacityUnits = 1; 

    KendraRankingClient kendraRankingClient = KendraRankingClient.builder().buil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Creating a rescore execution plan named %s", 
 rescoreExecutionPlanName)); 

    CreateRescoreExecutionPlanResponse createResponse = 
 kendraRankingClient.createRescoreExecutionPlan( 
        CreateRescoreExecutionPlanRequest.builder() 
            .name(rescoreExecutionPlanName) 
            .capacityUnits( 
                CapacityUnitsConfiguration.builder() 
                    .rescoreCapacityUnits(capacityUnits) 
                    .build() 
            ) 
            .build() 
    ); 

    String rescoreExecutionPlanId = createResponse.i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for rescore execution plan with id %s to 
 finish creating.", rescoreExecutionPla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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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true) { 
      DescribeRescoreExecutionPlanResponse describeResponse = 
 kendraRankingClient.describeRescoreExecutionPlan( 
          DescribeRescoreExecutionPlanRequest.builder() 
              .id(rescoreExecutionPlanId) 
              .build() 
      ); 
      RescoreExecutionPlanStatus rescoreExecutionPlanStatus = 
 describeResponse.status(); 
      if (rescoreExecutionPlanStatus != RescoreExecutionPlanStatus.CREATING) { 
        break; 
      } 
      TimeUnit.SECONDS.sleep(60); 
    } 

    System.out.println("Rescore execution plan creation is complete."); 
  }
}

다음은 용량 단위를 2로 설정하도록 재스코어 실행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예제입니다.

CLI

aws kendra-ranking update-rescore-execution-plan \ 
  --id <rescore execution plan ID> \  
  --capacity-units '{"RescoreCapacityUnits":2}'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import time

kendra_ranking = boto3.client("kendra-ranking") 
                     
print("Update a rescore execution plan.") 
                     
# Provide the ID of the rescore execution plan
id = <rescore execution plan ID>
# Re-set your required additional capacity units
capacity_units = 2 
                         
try: 
    kendra_ranking.update_rescore_execution_plan( 
        Id = id, 
        CapacityUnits = {"RescoreCapacityUnits":capacity_units} 
    ) 
                         
    print("Wait for Amazon Kendra to update the rescore execution plan.") 
                         
    while True: 
        # Get the details of the rescore execution plan, such as the status 
        rescore_execution_plan_description = 
 kendra_ranking.describe_rescore_execution_plan( 
            Id = id 
        ) 
        # When status is not UPDATING quit. 
        status = rescore_execution_plan_description["Status"] 
        print(" Updating rescore execution plan. Status: "+status) 
        time.sleep(60) 
        if status != "UP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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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import java.util.concurrent.TimeUni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KendraRanking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CapacityUnitsConfiguration;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DescribeRescoreExecutionPlan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DescribeRescoreExecutionPlan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RescoreExecutionPlanStatus;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UpdateRescoreExecutionPlan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UpdateRescoreExecutionPlanResponse;

public class UpdateRescoreExecutionPlan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throws InterruptedException { 

    String rescoreExecutionPlanId = <rescore execution plan ID>; 
    int newCapacityUnits = 2; 

    KendraRankingClient kendraRankingClient = KendraRankingClient.builder().build(); 

    System.out.println(String.format("Updating a rescore execution plan named %s", 
 rescoreExecutionPlanId)); 

    UpdateRescoreExecutionPlanResponse updateResponse = 
 kendraRankingClient.updateRescoreExecutionPlan( 
        UpdateRescoreExecutionPlanRequest.builder() 
            .id(rescoreExecutionPlanId) 
            .capacityUnits( 
                CapacityUnitsConfiguration.builder() 
                    .rescoreCapacityUnits(newCapacityUnits) 
                    .build() 
            ) 
            .build() 
    ); 

    System.out.println(String.format("Waiting for rescore execution plan with id %s to 
 finish updating.", rescoreExecutionPlanId)); 
    while (true) { 
      DescribeRescoreExecutionPlanResponse describeResponse = 
 kendraRankingClient.describeRescoreExecutionPlan( 
          DescribeRescoreExecutionPlanRequest.builder() 
              .id(rescoreExecutionPlanId) 
              .build() 
      ); 
      RescoreExecutionPlanStatus rescoreExecutionPlanStatus = 
 describeResponse.status(); 
      if (rescoreExecutionPlanStatus != RescoreExecutionPlanStatus.UPDATING) { 
        break; 
      } 
      TimeUnit.SECONDS.sleep(60); 
    } 

    System.out.println("Rescore execution plan update is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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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은Rescore API 사용 예제입니다.

CLI

aws kendra-ranking rescore \ 
  --rescore-execution-plan-id <rescore execution plan ID> \ 
  --search-query "intelligent systems" \ 
  --documents "[{\"Id\": \"DocId1\",\"Title\": \"Smart systems\", \"Body\": 
 \"intelligent systems in everyday life\",\"OriginalScore\": 2.0}, {\"Id\": \"DocId2\",
\"Title\": \"Smarter systems\", \"Body\": \"living with intelligent systems\",
\"OriginalScore\": 1.0}]"

Python

import boto3
from botocore.exceptions import ClientError
import pprint

kendra_ranking = boto3.client("kendra-ranking") 
                     
print("Use the Rescore API.") 
                     
# Provide the ID of the rescore execution plan
id = <rescore execution plan ID>
# The search query from the search service
query = "intelligent systems"
# The list of documents for Intelligent Ranking to rescore
document_list = [ 
    {"Id": "DocId1", "Title": "Smart systems", "Body": "intelligent systems in everyday 
 life", "OriginalScore": 2.0}, 
    {"Id": "DocId2", "Title": "Smarter systems", "Body": "living with intelligent 
 systems", "OriginalScore": 1.0}
] 
                         
try: 
    rescore_response = kendra_ranking.rescore( 
        rescore_execution_plan_id = id, 
        search_query = query, 
        documents = document_list 
    ) 
     
    print(rescore_response["RescoreId"]) 
    print(rescore_resposne["ResultItems"]) 
  
except ClientError as e: 
        print("%s" % e)

print("Program ends.")

Java

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Li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KendraRankingClien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RescoreRequest;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RescoreResponse;
import software.amazon.awssdk.services.kendraranking.model.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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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RescoreExample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tring rescoreExecutionPlanId = <rescore execution plan ID>; 
    String query = "intelligent systems"; 

    List<Document> documentList = new ArrayList<>(); 
    documentList.add( 
        Document.builder() 
            .id("DocId1") 
            .originalScore(2.0F) 
            .body("intelligent systems in everyday life") 
            .title("Smart systems") 
            .build() 
    ); 
    documentList.add( 
        Document.builder() 
            .id("DocId2") 
            .originalScore(1.0F) 
            .body("living with intelligent systems") 
            .title("Smarter systems") 
            .build() 
    ); 

    KendraRankingClient kendraRankingClient = KendraRankingClient.builder().build(); 

    RescoreResponse rescoreResponse = kendraRankingClient.rescore( 
        RescoreRequest.builder() 
            .rescoreExecutionPlanId(rescoreExecutionPlanId) 
            .searchQuery(query) 
            .documents(documentList) 
            .build() 
    ); 
     
    System.out.println(rescoreResponse.rescoreId()); 
    System.out.println(rescoreResponse.resultIte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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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설명서 업데이트: 2023년 4월 13일

다음 표에서는 Amazon Kendra의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설명서에 대한 업
데이트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를 구독하면 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Gmail의 데
이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mail을 참조하십
시오.

2023년 4월 13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Microsoft 
OneDrive 데이터 소스 커넥터
의 업데이트된 버전을 지원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OneDrive v2.0을 참조하십시오.

2023년 4월 3일

새로운 기능 사용자가 추천 검색결과를 사용하
여 특정 검색어를 입력할 때 새 문
서의 가시성을 높이거나 특정 문
서를 홍보하세요.

2023년 3월 30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Microsoft용 
업데이트된 데이터 소스 커넥터
를 지원합니다 SharePoint. 자세
한 내용은 Microsoft를 참조하세요 
SharePoint.

2023년 3월 2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의 Confluence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Confluence를 참조하세요.

2023년 3월 1일

리전 확장 Amazon Kendra이제 아시아 태평
양 (도쿄) (ap-northeast-1) 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7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Microsoft 
Exchang를 위한 데이터 원본 커넥
터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Exchange를 참조하세
요.

2023년 1월 12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Microsoft 
Y는 이제 Microsoft Yammer를 
위한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Yammer를 참조하세요.

2023년 1월 12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RTF, XML, 
XSLT, MS_EXCEL, CSV, JSON 
및 MD 문서 유형의 인덱싱을 지원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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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유형
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업데이트된 
버전의Amazon S3 데이터 소스 커
넥터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
는 Amazon S3을 참조하세요.

2023년 1월 10일

새로운 기능 OpenSearchAmazon Kendra인텔
리전트 랭킹을 사용하여 (자체 관
리형) 검색 결과를 의미론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9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Microsoft 
Te를 위한 데이터 원본 커넥터
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Teams를 참조하세요.

2023년 1월 5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Google 드라이
브용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업데
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드라이브를 참조하세요.

2023년 1월 5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에 대한 업데
이트된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ServiceNow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을 참조하세요 ServiceNow.

2022년 12월 21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Salesforce용 
업데이트된 데이터 소스 커넥
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를 참조하세요.

2022년 12월 21일

리전 확장 Amazon Kendra이제 아시아 태평
양 (뭄바이) (ap-south-1) 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의 표 형식 검색 
기능은 HTML 문서에 포함된 테이
블에서 답변을 검색하고 추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27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선택한 언어 집합
에 대한 시맨틱 검색을 지원합니
다.

2022년 11월 27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Dropbox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Dropbox를 참
조하십시오.

2022년 9월 27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Zendesk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Zendesk를 참
조하세요.

2022년 8월 17일

새로운 기능 이제 문서를 인덱싱한 후 문서 수
준 액세스 제어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제어 구성을 참조하세요.

2022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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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Alfreesco의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알프레스코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6월 30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에 대한 데
이터 소스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GitHub.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
세요 GitHub.

2022년 6월 2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Jira의 데이
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Jira를 참조하세요.

2022년 5월 12일

새로운 기능 패싯 내의 내포된 면을 검색 결과
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패싯을 참조하십시오.

2022년 5월 5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Quip의 데이
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Quip을 참조하십시
오.

2022년 4월 19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Box의 데이
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Box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4월 6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Slack의 데
이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lack을 참조하십
시오.

2022년 3월 14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에 대한 데
이터 소스 커넥터를 제공합니
다Amazon FSx. 자세한 정보는
Amazon FSx을 참조하세요.

2022년 2월 8일

AWS관리형 정책 업데이트 - 새 
정책 (p. 583)

Amazon Kendra새AWS 관리형 정
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에 대한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Amazon Kendra.

2022년 1월 3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프런트 엔드 코드 
없이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참조하십시
오.

2021년 12월 1일

새로운 기능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
데이터 및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면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
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2021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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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검색 애플리케이
션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검색 분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 확보를 참조하세요.

2021년 12월 1일

리전 확장 Amazon Kendra이제AWS 
GovCloud (미국 서부) (us-gov-
west-1)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여러 언어로 
문서를 인덱싱하고 언어별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영
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 및 언
어로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10월 7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와 통합되어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위한 그룹 
및 사용자의 액세스 수준을 가져
옵니다. IAM ID 센터의 사용자 그
룹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10월 6일

새 튜토리얼 Amazon Kendra이제 메타데이터
가 풍부한 검색 솔루션을 구축하
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습서를 제
공합니다. 지능형 검색 솔루션 구
축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8월 13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에 대한 데
이터 소스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Amazon WorkDocs. 자세한 정보
는 Amazon WorkDocs을 참조하
세요.

2021년 7월 20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웹 페이지를 
크롤링하고 인덱싱할 수 있는 웹 
크롤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웹 크롤러를 참조하세요.

2021년 6월 17일

리전 확장 Amazon Kendra이제 캐나다 (중
부) (ca-central-1)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리전 확장 Amazon Kendra이제 미국 동부 2021년 6월 7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검색어와 관
련된 인기 검색어를 사용자에게 
제안하는 검색어 제안을 지원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인기 검색어 제
안을 참조하세요.

2021년 5월 27일

AWS관리형 정책 업데이트 - 새 
정책 (p. 583)

Amazon Kendra새AWS 관리형 정
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에 대한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Amazon Kendra.

202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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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확장 Amazon Kendra이제 아시아 태평
양 (싱가포르) (ap-southeast-1) 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5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인덱스 수준
에서 설정된 조정 구성을 재정의
하여 쿼리의 검색 관련성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
색 관련성 조정 및 응답 조정을 참
조하십시오.

2021년 4월 20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OAuth 2.0 
인증을 지원하고 ServiceNow 쿼
리를 사용하여 인덱싱할 문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
조하세요 ServiceNow.

2021년 4월 1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FAQ 문서에 
대한 증분 학습을 지원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점진적 학습을 위한 
피드백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2월 17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인덱스 동의
어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덱스에 동의어 추가를 참조하세
요.

2020년 12월 10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Google 워크
스페이스 드라이브용 데이터베이
스 커넥터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작업 영역 드라이
브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십
시오.

2020년 12월 8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쿼리 피
드백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JavaScript 라이브러리를 제공합
니다Amazon Kendra. 자세한 내용
은 피드백 제출을 참조하세요.

2020년 12월 8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토큰 기반 사
용자 액세스 제어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덱스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
오.

2020년 11월 5일

새로운 기능 이제Amazon Kendra Confluence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Confluence 
클라우드와 함께 작동합니
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Confluence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세요.

2020년 11월 5일

리전 확장 Amazon Kendra이제 아시아 태평
양 (시드니) (ap-southeast-2)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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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Conflue
는 이제 Confluence 서버를 위
한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제공합
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Confluence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세요.

2020년 10월 26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사용자 지정 
커넥터에 대한 통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지정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
하십시오.

2020년 10월 21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자주 묻는 질
문에 대한 사용자 지정 속성을 지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제 및 
답변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2020년 9월 17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이제 쿼리 결과
에 대한 신뢰도 점수를 반환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세요
QueryResultItem.

2020년 9월 15일

새로운 기능 AWS CloudFormation가 이제 
Amazon Kendra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리
소스 유형 참조 -를 참조하십시오
AWS CloudFormation.

2020년 9월 10일

새로운 기능 Amazon Kendra에 대한 지원을 추
가합니다AWS PrivateLink. 자세
한 내용은 Amazon Kendra 및 인
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AWS 
PrivateLink)를 참조하세요.

2020년 7월 7일

새 설명서 이 문서는 첫 번째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릴리스입
니다.

2020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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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참조
이 단원은 API 참조 문서를 포함합니다.

Amazon Kendra인텔리전트 랭킹 API의 작업Amazon Kendra 및 유형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다음 작업이 Amazon Kendra.

• AssociateEntitiesToExperience (p. 593)
• AssociatePersonasToEntities (p. 596)
• BatchDeleteDocument (p. 599)
• BatchDeleteFeaturedResultsSet (p. 602)
• BatchGetDocumentStatus (p. 604)
• BatchPutDocument (p. 607)
• ClearQuerySuggestions (p. 612)
• CreateAccessControlConfiguration (p. 614)
• CreateDataSource (p. 618)
• CreateExperience (p. 633)
• CreateFaq (p. 637)
• CreateFeaturedResultsSet (p. 641)
• CreateIndex (p. 645)
• 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p. 650)
• CreateThesaurus (p. 654)
• DeleteAccessControlConfiguration (p. 658)
• DeleteDataSource (p. 660)
• DeleteExperience (p. 662)
• DeleteFaq (p. 664)
• DeleteIndex (p. 666)
• DeletePrincipalMapping (p. 668)
• DeleteQuerySuggestionsBlockList (p. 671)
• DeleteThesaurus (p. 673)
• DescribeAccessControlConfiguration (p. 675)
• DescribeDataSource (p. 678)
• DescribeExperience (p. 693)
• DescribeFaq (p. 697)
• DescribeFeaturedResultsSet (p. 701)
• DescribeIndex (p. 705)
• DescribePrincipalMapping (p. 710)
• DescribeQuerySuggestionsBlockList (p. 713)
• 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 (p.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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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beThesaurus (p. 720)
• DisassociateEntitiesFromExperience (p. 724)
• DisassociatePersonasFromEntities (p. 727)
• GetQuerySuggestions (p. 730)
• GetSnapshots (p. 733)
• ListAccessControlConfigurations (p. 736)
• ListDataSources (p. 739)
• ListDataSourceSyncJobs (p. 742)
• ListEntityPersonas (p. 746)
• ListExperienceEntities (p. 749)
• ListExperiences (p. 752)
• ListFaqs (p. 755)
• ListFeaturedResultsSets (p. 758)
• 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p. 761)
• ListIndices (p. 764)
• ListQuerySuggestionsBlockLists (p. 767)
• ListTagsForResource (p. 770)
• ListThesauri (p. 772)
• PutPrincipalMapping (p. 775)
• Query (p. 779)
• StartDataSourceSyncJob (p. 789)
• StopDataSourceSyncJob (p. 792)
• SubmitFeedback (p. 794)
• TagResource (p. 797)
• UntagResource (p. 799)
• UpdateAccessControlConfiguration (p. 801)
• UpdateDataSource (p. 805)
• UpdateExperience (p. 819)
• UpdateFeaturedResultsSet (p. 822)
• UpdateIndex (p. 826)
• UpdateQuerySuggestionsBlockList (p. 830)
• UpdateQuerySuggestionsConfig (p. 833)
• UpdateThesaurus (p. 836)

Amazon Kendra Intelligent Renking에서 지원됩니다.

• CreateRescoreExecutionPlan (p. 839)
• DeleteRescoreExecutionPlan (p. 843)
• DescribeRescoreExecutionPlan (p. 845)
• ListRescoreExecutionPlans (p. 848)
• ListTagsForResource (p. 851)
• Rescore (p. 853)
• TagResource (p. 856)
• UntagResource (p. 858)
• UpdateRescoreExecutionPlan (p.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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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다음 작업이 다음과 같습니다.

• AssociateEntitiesToExperience (p. 593)
• AssociatePersonasToEntities (p. 596)
• BatchDeleteDocument (p. 599)
• BatchDeleteFeaturedResultsSet (p. 602)
• BatchGetDocumentStatus (p. 604)
• BatchPutDocument (p. 607)
• ClearQuerySuggestions (p. 612)
• CreateAccessControlConfiguration (p. 614)
• CreateDataSource (p. 618)
• CreateExperience (p. 633)
• CreateFaq (p. 637)
• CreateFeaturedResultsSet (p. 641)
• CreateIndex (p. 645)
• 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p. 650)
• CreateThesaurus (p. 654)
• DeleteAccessControlConfiguration (p. 658)
• DeleteDataSource (p. 660)
• DeleteExperience (p. 662)
• DeleteFaq (p. 664)
• DeleteIndex (p. 666)
• DeletePrincipalMapping (p. 668)
• DeleteQuerySuggestionsBlockList (p. 671)
• DeleteThesaurus (p. 673)
• DescribeAccessControlConfiguration (p. 675)
• DescribeDataSource (p. 678)
• DescribeExperience (p. 693)
• DescribeFaq (p. 697)
• DescribeFeaturedResultsSet (p. 701)
• DescribeIndex (p. 705)
• DescribePrincipalMapping (p. 710)
• DescribeQuerySuggestionsBlockList (p. 713)
• 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 (p. 717)
• DescribeThesaurus (p. 720)
• DisassociateEntitiesFromExperience (p. 724)
• DisassociatePersonasFromEntities (p. 727)
• GetQuerySuggestions (p. 730)
• GetSnapshots (p. 733)
• ListAccessControlConfigurations (p. 736)
• ListDataSources (p. 739)
• ListDataSourceSyncJobs (p. 742)
• ListEntityPersonas (p. 746)
• ListExperienceEntities (p.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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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xperiences (p. 752)
• ListFaqs (p. 755)
• ListFeaturedResultsSets (p. 758)
• 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p. 761)
• ListIndices (p. 764)
• ListQuerySuggestionsBlockLists (p. 767)
• ListTagsForResource (p. 770)
• ListThesauri (p. 772)
• PutPrincipalMapping (p. 775)
• Query (p. 779)
• StartDataSourceSyncJob (p. 789)
• StopDataSourceSyncJob (p. 792)
• SubmitFeedback (p. 794)
• TagResource (p. 797)
• UntagResource (p. 799)
• UpdateAccessControlConfiguration (p. 801)
• UpdateDataSource (p. 805)
• UpdateExperience (p. 819)
• UpdateFeaturedResultsSet (p. 822)
• UpdateIndex (p. 826)
• UpdateQuerySuggestionsBlockList (p. 830)
• UpdateQuerySuggestionsConfig (p. 833)
• UpdateThesaurus (p.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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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EntitiesToExperience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IAM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
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
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EntityList": [  
      {  
         "EntityId": "string", 
         "EntityType": "string" 
      }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p. 1087)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EntityList (p. 593)

IAM ID 센터 ID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나열합니다.

유형: EntityConfiguration (p. 939)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Id (p. 593)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593)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593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deploying-search-experience-no-code.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응답 구문

{ 
   "FailedEntityList": [  
      {  
         "EntityId": "string", 
         "ErrorMessag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ailedEntityList (p. 594)

Amazon Kendra 환경에서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IAM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나열합니다.

유형: FailedEntity (p. 95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개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
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AlreadyExist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이미 있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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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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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PersonasToEntities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IAM 자격 증명 센터 자격 증명 소스의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
을 정의합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Personas": [  
      {  
         "EntityId": "string", 
         "Persona":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범용 파라미터 파라미터 (p. 1087)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596)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3663615151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596)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3663636363563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Personas (p. 596)

IAM 자격 증명 소스의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을 정의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사용 가능한 페르소나 
또는 액세스 역할은Owner 및 입니다Viewer. 이러한 페르소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 페이지에 대
한 액세스 권한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EntityPersonaConfiguration (p. 942)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5개25개25개25개25개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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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구문

{ 
   "FailedEntityList": [  
      {  
         "EntityId": "string", 
         "ErrorMessag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ailedEntityList (p. 597)

Amazon Kendra 환경에서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IAM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나열합니다.

유형: FailedEntity (p. 95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5개25개25개25개25개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AlreadyExist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이미 있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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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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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DeleteDocument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서 하나 이상의 문서를 제거합니다. 문서는BatchPutDocument API와 함께 추가되어야 합니다.

문서는 비동기적으로 삭제됩니다. 를 사용하여 삭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AWS CloudWatch 있습니다. 배치 
처리와 관련된 모든 오류 메시지가 CloudWatch 로그로 전송됩니다.

요청 구문

{ 
   "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  
      "DataSourceId": "string", 
      "DataSourceSyncJobId": "string" 
   }, 
   "DocumentIdList": [ "string" ],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에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p. 599)

특정 데이터 소스 동기화 작업을 특정 데이터 소스에 매핑합니다.

유형: 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p. 92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IdList (p. 599)

색인에서 삭제할 문서에 대한 하나 이상의 식별자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599)

삭제할 문서가 포함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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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edDocuments": [  
      {  
         "ErrorCode": "string", 
         "ErrorMessage": "string", 
         "Id":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ailedDocuments (p. 599)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문서 목록입니다. 각 항목에는 문서를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이유를 나타내
는 오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유형: BatchDeleteDocumentResponseFailedDocument (p. 881)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도록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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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601

https://docs.aws.amazon.com/goto/aws-cli/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DotNetSDKV3/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AWSJavaScriptSDK/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PHPV3/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boto3/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BatchDeleteDocument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BatchDeleteFeaturedResultsSet
서비스:Amazon Kendra

하나 이상의 추천 결과 세트를 제거합니다. 기능 결과는 특정 쿼리의 다른 모든 결과 위에 배치됩니다. 검색
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요청 구문

{ 
   "FeaturedResultsSetIds": [ "string" ],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에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FeaturedResultsSetIds (p. 602)

삭제하려는 추천 검색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 50개.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02)

결과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Errors": [  
      {  
         "ErrorCode": "string", 
         "ErrorMessage": "string", 
         "Id":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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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Errors (p. 602)

추천 결과 세트 ID의 오류 목록으로, 인덱스에서 해당 ID를 제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형: BatchDeleteFeaturedResultsSetError (p. 882)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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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GetDocumentStatus
서비스:Amazon Kendra

BatchPutDocumentAPI와 함께 제출된 하나 이상의 문서에 대한 인덱싱 상태를 반환합니다.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면 문서가 비동기적으로 인덱싱됩니다.
BatchGetDocumentStatusAPI를 사용하여 문서 목록의 현재 상태를 가져와서 문서가 성공적으로 색인화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tchGetDocumentStatusAPI를 사용하여  BatchDeleteDocumentAPI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인
덱스에서 문서를 삭제하면 Amazon KendraNOT_FOUND 상태로 반환됩니다.

요청 구문

{ 
   "DocumentInfoList": [  
      {  
         "Attributes": [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 
         "DocumentId": "string" 
      } 
   ],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미터 미터 (p. 1087) 미터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ocumentInfoList (p. 604)

상태를 가져올 문서를 식별하는DocumentInfo 객체 목록입니다. 문서 ID와 선택적 속성으로 문서를 식
별합니다.

유형: DocumentInfo (p. 935)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04)

문서를 추가할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인덱스 ID는 CreateIndexAPI에 의해 반환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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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구문

{ 
   "DocumentStatusList": [  
      {  
         "DocumentId": "string", 
         "DocumentStatus": "string", 
         "FailureCode": "string", 
         "FailureReason": "string" 
      } 
   ], 
   "Errors": [  
      {  
         "DocumentId": "string", 
         "ErrorCode": "string", 
         "ErrorMessag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DocumentStatusList (p. 605)

문서의 상태입니다. 상태는 문서가 색인화 대기 중인지, 색인화 진행 중인지, 색인화 완료 또는 색인화 
실패 여부를 나타냅니다. 문서가 인덱싱에 실패한 경우 상태는 그 이유를 제공합니다.

유형: Status (p. 1052) 객체 배열
Errors (p. 605)

Amazon Kendra 켄드라가 해당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던 문서 목록입니다. 목록에는 문서의 ID와 상태
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포함됩니다.

유형: BatchGetDocumentStatusResponseError (p. 883)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액세스 권한이 부족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
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605

http://aws.amazon.com/contact-u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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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utDocument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하나 이상의 문서를 추가합니다.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면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인라인 문서 또는 문서 세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텍스트와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를 인덱스로 인제스트하고, 문서에 사용자 지
정 특성을 추가하고, 인덱스에 추가된 문서에 액세스 제어 목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비동기적으로 인덱싱됩니다. 를 사용하여 배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AWS CloudWatch 있습니다. 배
치 처리와 관련된 모든 오류 메시지가AWS CloudWatch 로그로 전송됩니다.

Python 및 Java SDK를 사용하여 인라인 문서를 수집하는 예제는 인덱스에 직접 파일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  
      "InlineConfigurations": [  
         {  
            "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DocumentContentDeletion": boolean, 
            "Target": {  
               "TargetDocumentAttributeKey": "string", 
               "TargetDocumentAttribute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TargetDocumentAttributeValueDeletion": boolean
            } 
         } 
      ],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  
         "Invocation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LambdaArn": "string", 
         "S3Bucket": "string" 
      },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  
         "Invocation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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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LambdaArn": "string", 
         "S3Bucket": "string" 
      }, 
      "RoleArn": "string" 
   }, 
   "Documents": [  
      {  
         "AccessControlConfigurationId": "string", 
         "AccessControlList": [  
            {  
               "Access": "string", 
               "DataSourceId":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 
         ], 
         "Attributes": [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 
         "Blob": blob, 
         "ContentType": "string", 
         "HierarchicalAccessControlList": [  
            {  
               "PrincipalList": [  
                  {  
                     "Access": "string", 
                     "DataSourceId":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 
               ] 
            } 
         ], 
         "Id": "string", 
         "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Title": "string" 
      } 
   ], 
   "IndexId": "string", 
   "RoleAr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매개 변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일반 파라미터 (p. 1087) 을 참조하세요.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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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607)

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할 때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
한 구성 정보입니다.

Amazon Kendra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문서 메타데이터를 생성, 수정 및 삭제하거나 기타 콘텐츠
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
오.

유형: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0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s (p. 607)

색인에 추가할 하나 이상의 문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 모든 파일의 총 크기: 50MB
• 모든 파일에 대해 5MB의 압축을 푼 텍스트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Document (p. 926)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07)

문서를 추가할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먼저CreateIndex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RoleArn (p. 607)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의 IAM 액세스 역할 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FailedDocuments": [  
      {  
         "ErrorCod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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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Message": "string", 
         "Id":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ailedDocuments (p. 609)

문서가 유효성 검사에 실패하여 색인에 추가되지 않은 문서 목록입니다. 각 문서에는 문서를 색인에 추
가할 수 없는 이유를 나타내는 오류 메시지가 있습니다.

색인에 문서를 추가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류가AWS CloudWatch 로그에 보고됩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CloudWatch Logs를 사용한 Amazon Kendra 모니터링 을 참조하세
요.

유형: BatchPutDocumentResponseFailedDocument (p. 884)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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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611

https://docs.aws.amazon.com/goto/aws-cli/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DotNetSDKV3/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AWSJavaScriptSDK/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PHPV3/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boto3/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BatchPutDocument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ClearQuerySuggestions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에서 기존 쿼리 제안을 지웁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제안만 삭제되고 쿼리 로그의 쿼리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안을 삭제하면 Amazon 
Kendra 제안을 삭제한 시점부터 쿼리 로그에 추가된 새 쿼리를 기반으로 새 제안을 학습합니다. 새로운 제안
이 보이지 않는 경우 Amazon Kendra Kendra가 새로운 제안을 학습하기에 충분한 쿼리를 수집하도록 허용
하십시오.

ClearQuerySuggestions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612)

검색어 추천에 충족되지 않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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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지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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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AccessControl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에 대한 액세스 구성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문서를 다시 색인화하지 않고도 기존 문서 수준 액세스 제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색인에는 특정 직원이나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일급 기밀 회사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이 사용자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나거나 일급 기밀 문서 액세스를 차단해야 하는 팀으로 전환합니다. 이전
에 문서를 인덱싱했을 때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전히 극비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액세스가 거부된 사용자에 대한 특정 액세스 제어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자가 회사로 
돌아와 '일급 비밀' 팀에 다시 합류하는 경우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액세스 제어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상황이 변하면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 구성을 특정 문서에 적용하려면 Document 객체에AccessControlConfigurationId 포함된
BatchPutDocumentAPI를 호출합니다. S3 버킷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metadata.json
소스와 함께AccessControlConfigurationId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소스를 동기화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현재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인덱싱된 S3 데이터 소스 및 문서에 대한 액세
스 제어 구성만 지원합니다.

요청 구문

{ 
   "AccessControlList": [  
      {  
         "Access": "string", 
         "DataSourceId":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 
   ], 
   "ClientToken": "string", 
   "Description": "string", 
   "HierarchicalAccessControlList": [  
      {  
         "PrincipalList": [  
            {  
               "Access": "string", 
               "DataSourceId":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 
         ] 
      } 
   ], 
   "IndexId": "string", 
   "Name":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공유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p. 1087)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AccessControlList (p. 614)

주도자 (사용자 및/또는 그룹) 와 이들이 액세스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
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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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Principal (p. 1001)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lientToken (p. 614)

액세스 제어 구성 생성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
로CreateAccessControlConfiguration API를 여러 번 호출하면 액세스 제어 구성이 하나만 생성
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614)

액세스 제어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HierarchicalAccessControlList (p. 614)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의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주요 목록 목록입니다.

유형: HierarchicalPrincipal (p. 978)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 30개 30개 30개 30개 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614)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구성을 만들기 위한 색인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614)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S\s]*

Required: Yes

응답 구문

{ 
   "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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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Id (p. 615)

색인에 있는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구성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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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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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ata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인덱스와 함께 사용할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소스의 이름, 데이터 소스 커넥터 유형 및 설명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구성 정보도 지
정합니다.

CreateDataSource동기 작업입니다. 데이터 원본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경우 이 작업은 200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Python SDK를 사용하여 인덱스 및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예제는 Python SDK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Java SDK를 사용하여 인덱스와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예제는 Java SDK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lientToken": "string", 
   "Configuration": {  
      "AlfrescoConfiguration": {  
         "B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Comments": boolean, 
         "CrawlSystemFolders": boolean, 
         "DocumentLibrary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EntityFilter": [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SiteId": "string", 
         "SiteUrl":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iki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BoxConfiguration": {  
         "Com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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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rawlComments": boolean, 
         "CrawlTasks": boolean, 
         "CrawlWebLinks": boolean, 
         "EnterpriseId":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l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Task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ebLink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ConfluenceConfiguration": {  
         "Attachment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Attachments": boolean
         }, 
         "AuthenticationType": "string", 
         "BlogConfiguration": {  
            "B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PageConfiguration": {  
            "Pag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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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SecretArn": "string", 
         "ServerUrl": "string", 
         "SpaceConfiguration": {  
            "CrawlArchivedSpaces": boolean, 
            "CrawlPersonalSpaces": boolean, 
            "ExcludeSpaces": [ "string" ], 
            "IncludeSpaces": [ "string" ], 
            "Spac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Version": "string",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DatabaseConfiguration": {  
         "AclConfiguration": {  
            "AllowedGroupsColumnName": "string" 
         }, 
         "ColumnConfiguration": {  
            "ChangeDetectingColumns": [ "string" ], 
            "DocumentDataColumnName": "string", 
            "DocumentIdColumnName": "string", 
            "DocumentTitleColumn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ConnectionConfiguration": {  
            "DatabaseHost": "string", 
            "DatabaseName": "string", 
            "DatabasePort": number, 
            "SecretArn": "string", 
            "TableName": "string" 
         }, 
         "DatabaseEngineType": "string", 
         "SqlConfiguration": {  
            "QueryIdentifiersEnclosingOption": "string"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FsxConfiguration": {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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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FileSystemId": "string", 
         "FileSystemType": "string",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GitHubConfiguration": {  
         "ExclusionFileNamePatterns": [ "string" ], 
         "ExclusionFileTypePatterns": [ "string" ], 
         "ExclusionFolderNamePatterns": [ "string" ], 
         "GitHubCommi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DocumentCrawlProperties": {  
            "CrawlIssue": boolean, 
            "CrawlIssueComment": boolean, 
            "CrawlIssueCommentAttachment": boolean, 
            "CrawlPullRequest": boolean, 
            "CrawlPullRequestComment": boolean, 
            "CrawlPullRequestCommentAttachment": boolean, 
            "CrawlRepositoryDocuments": boolean
         }, 
         "GitHubIssueAttach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IssueCom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IssueDocu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PullRequestCom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PullRequestDocumentAttach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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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itHubPullRequestDocu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Repository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FileNamePatterns": [ "string" ], 
         "InclusionFileTypePatterns": [ "string" ], 
         "InclusionFolderNamePatterns": [ "string" ], 
         "OnPremiseConfiguration": {  
            "HostUrl": "string", 
            "OrganizationName":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 
         "RepositoryFilter": [ "string" ], 
         "SaaSConfiguration": {  
            "HostUrl": "string", 
            "OrganizationName": "string" 
         }, 
         "SecretArn": "string", 
         "Type": "string",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GoogleDriveConfiguration": {  
         "ExcludeMimeTypes": [ "string" ], 
         "ExcludeSharedDrives": [ "string" ], 
         "ExcludeUserAccounts": [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 
      "Jira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om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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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Issu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ssueSubEntityFilter": [ "string" ], 
         "IssueType": [ "string" ], 
         "JiraAccountUrl": "string", 
         "Project": [ "string" ], 
         "Projec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SecretArn": "string", 
         "Status": [ "string"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ork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OneDriveConfiguration": {  
         "DisableLocalGroups":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OneDriveUsers": {  
            "OneDriveUserList": [ "string" ], 
            "OneDriveUser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 
         "SecretArn": "string", 
         "TenantDomain": "string" 
      }, 
      "Quip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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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rawlAttachments": boolean, 
         "CrawlChatRooms": boolean, 
         "CrawlFileComments": boolean, 
         "Domain":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olderId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Messag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SecretArn": "string", 
         "Thread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S3Configuration": {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  
            "KeyPath": "string" 
         }, 
         "BucketName": "string",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  
            "S3Prefix":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refixes": [ "string" ] 
      }, 
      "SalesforceConfiguration": {  
         "ChatterFeedConfiguration":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deFilterTypes": [ "string" ] 
         }, 
         "CrawlAttachments": boolean,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  
            "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s": [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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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FieldName": "string" 
                     } 
                  ], 
                  "Name": "string" 
               } 
            ], 
            "IncludedStates": [ "string" ], 
            "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 
         "SecretArn": "string", 
         "ServerUrl": "string", 
         "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StandardObjectConfigurations": [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Name": "string" 
            } 
         ] 
      }, 
      "ServiceNowConfiguration": {  
         "AuthenticationType": "string", 
         "HostUrl": "string",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  
            "CrawlAttachments":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FilterQuery": "string",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 
         "SecretArn": "string", 
         "ServiceCatalog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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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wlAttachments":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 
         "ServiceNowBuildVersion": "string" 
      }, 
      "SharePointConfiguration": {  
         "AuthenticationType": "string", 
         "CrawlAttachments": boolean, 
         "DisableLocalGroups": boolean,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SecretArn": "string", 
         "SharePointVersion":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Urls": [ "string"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SlackConfiguration": {  
         "CrawlBotMessage": boolean, 
         "ExcludeArchived":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LookBackPeriod": number, 
         "PrivateChannelFilter": [ "string" ], 
         "PublicChannelFilter": [ "string" ], 
         "SecretArn": "string", 
         "SinceCrawlDate": "string", 
         "SlackEntityList": [ "string" ], 
         "Team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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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TemplateConfiguration": {  
         "Template": JSON value
      }, 
      "WebCrawlerConfiguration":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BasicAuthentication": [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 
         }, 
         "CrawlDepth": number, 
         "MaxContentSizePerPageInMegaBytes": number, 
         "MaxLinksPerPage": number, 
         "MaxUrlsPerMinuteCrawlRate": number,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UrlExclusionPatterns": [ "string" ], 
         "UrlInclusionPatterns": [ "string" ], 
         "Urls": {  
            "SeedUrlConfiguration": {  
               "SeedUrls": [ "string" ], 
               "WebCrawlerMode": "string" 
            }, 
            "SiteMapsConfiguration": {  
               "SiteMaps": [ "string" ] 
            } 
         } 
      }, 
      "WorkDocsConfiguration": {  
         "CrawlComments":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OrganizationId": "string", 
         "UseChangeLog": boolean
      }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  
      "InlineConfigurations": [  
         {  
            "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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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or": "string" 
            }, 
            "DocumentContentDeletion": boolean, 
            "Target": {  
               "TargetDocumentAttributeKey": "string", 
               "TargetDocumentAttribute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TargetDocumentAttributeValueDeletion": boolean
            } 
         } 
      ],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  
         "Invocation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LambdaArn": "string", 
         "S3Bucket": "string" 
      },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  
         "Invocation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LambdaArn": "string", 
         "S3Bucket": "string" 
      }, 
      "RoleArn": "string" 
   }, 
   "Description": "string", 
   "IndexId": "string", 
   "LanguageCode":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chedule": "string",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Type": "string",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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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매개 변수를 (p. 1087) 참조하세요.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lientToken (p. 618)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생성하기 위한 요청을 식별하는 토큰입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
로CreateDataSource API를 여러 번 호출하면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하나만 생성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nfiguration (p. 618)

데이터 소스 리포지토리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Type 파라미터가 CUSTOM으로 설정된 경우 Configuration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
우Validation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Configuration 파라미터는 다른 모든 데이터 원본에서 필수입니다.

유형: DataSourceConfiguration (p. 91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618)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Amazon Kendra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문서 메타데이터를 생성, 수정 및 삭제하거나 기타 콘텐츠
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
오.

유형: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0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618)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618)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하려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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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Code (p. 618)

언어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만들 때 모든 문서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지원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2. 최대 길이는 10입니다.

패턴: [a-zA-Z-]*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p. 618)

데이터 원본 커넥터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RoleArn (p. 618)

데이터 소스와 필요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IAM 액세스 역할을 참조하세요. .

Type 파라미터가 CUSTOM으로 설정된 경우 RoleArn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
우Validation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RoleArn 파라미터는 다른 모든 데이터 원본에서 필수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chedule (p. 618)

Amazon Kendra 데이터 원본 리포지토리의 문서를 확인하고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빈도를 설정
합니다. 일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Amazon Kendra 정기적으로 인덱스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StartDataSourceSyncJobAPI를 호출하여 색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색인이 업데이트됨을 나타내는cron- 형식 일정 문자열이나 빈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Type 파라미터가 CUSTOM으로 설정된 경우 Schedule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
우Validation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ags (p. 618)

데이터 원본 커넥터를 식별하거나 분류하는 키-값 페어 목록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 커넥
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키 및 값은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및 _.:/= + - @ 기
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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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Tag (p. 106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ype (p. 618)

데이터 원본 리포지토리의 유형입니다. 예: SHAREPOINT.

유형: String

유효한 값: S3 | SHAREPOINT | DATABASE | SALESFORCE | ONEDRIVE | SERVICENOW | 
CUSTOM | CONFLUENCE | GOOGLEDRIVE | WEBCRAWLER | WORKDOCS | FSX | SLACK | 
BOX | QUIP | JIRA | GITHUB | ALFRESCO | TEMPLATE

필수 항목 여부: 예
VpcConfiguration (p. 618)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Required: No

응답 구문

{ 
   "Id":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Id (p. 631)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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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AlreadyExist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이미 있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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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Experience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합니다. Python 및 Java SDK 사용을 포함하여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lientToken": "string", 
   "Configuration": {  
      "ContentSourceConfiguration": {  
         "DataSourceIds": [ "string" ], 
         "DirectPutContent": boolean, 
         "FaqIds": [ "string" ] 
      }, 
      "UserIdentityConfiguration": {  
         "IdentityAttributeName": "string" 
      } 
   }, 
   "Description":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세요.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lientToken (p. 633)

Amazon Kendra 경험을 생성하기 위한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로CreateExperience API를 여러 번 호출하면 Amazon Kendra 경험이 하나만 생성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nfiguration (p. 633)

Amazon Kendra 경험을 위한 구성 정보. 여기에는ContentSourceConfiguration 데이터 소스 ID 
및/또는 FAQ ID를 지정하는 항목과UserIdentityConfiguration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액
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사용자 또는 그룹 정보를 지정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유형: ExperienceConfiguration (p. 94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633)

Amazon Kendra 경험에 대한 설명.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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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633)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633)

Amazon Kendra 경험을 위한 이름.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RoleArn (p. 633)

QueryAPI,GetQuerySuggestions API 및 기타 필수 API에 액세스하도록 권한이 있는 IAM 역할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역할에는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저장하는 액세스 권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IAM 액세스 역할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Id":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Id (p. 634)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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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a-zA-Z0-9][a-zA-Z0-9_-]*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액세스 권한이 부족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
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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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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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Faq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지정된 FAQ 파일을 사용하여 FAQ (자주 묻는 질문) 를 생성합니다.

인덱스에 FAQ를 추가하는 작업은 비동기식 작업입니다.

Python 및 Java SDK를 사용하여 인덱스에 FAQ를 추가하는 예제는 FAQ 파일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lientToken": "string", 
   "Description": "string", 
   "FileFormat": "string", 
   "IndexId": "string", 
   "LanguageCode":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세요.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lientToken (p. 637)

FAQ 생성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
로CreateFaqRequest API를 여러 번 호출하면 FAQ가 하나만 생성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637)

FAQ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leFormat (p. 637)

FAQ 입력 파일의 형식입니다. 기본 CSV 형식, 헤더에 사용자 지정 속성을 포함하는 CSV 형식, 사용자 
지정 속성이 포함된 JSON 형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637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in-creating-faq.html#using-faq-file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이 형식은S3Path 파라미터에 식별된 S3 버킷에 저장된 파일의 형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제 및 답변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SV | CSV_WITH_HEADER | JSON

Required: No
IndexId (p. 637)

FAQ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LanguageCode (p. 637)

언어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FAQ 문서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지원됩니
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2입니다. 최대 길이는 10입니다.

패턴: [a-zA-Z-]*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p. 637)

FAQ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RoleArn (p. 637)

FAQ가 포함된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
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의 IAM 액세스 역할 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3Path (p. 637)

S3에 위치한 FAQ 파일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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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Tags (p. 637)

FAQ를 식별하는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식별하고 정리하고 리소스에 대
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형: Tag (p. 106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 200개.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Id":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Id (p. 639)

FAQ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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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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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FeaturedResultsSet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할 추천 결과 세트를 만듭니다. 추천 결과는 특정 검색어에 대한 다른 모든 결
과 위에 배치됩니다. 특정 쿼리를 특정 문서에 매핑하여 결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인덱스마다 최대 개의 추천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팀에 문의하여 이 한도를 늘리도록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요청 구문

{ 
   "ClientToken": "string", 
   "Description": "string", 
   "FeaturedDocuments": [  
      {  
         "Id": "string" 
      } 
   ], 
   "FeaturedResultsSetName": "string", 
   "IndexId": "string", 
   "QueryTexts": [ "string" ], 
   "Status": "string",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lientToken (p. 641)

추천 결과 세트 생성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
로CreateFeaturedResultsSet API를 여러 번 호출하면 추천 결과 집합이 하나만 생성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641)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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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Documents (p. 641)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하려는 문서의 문서 ID 목록입니다. 문서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
조하십시오 FeaturedResultsSet.

유형: FeaturedDocument (p. 954)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eaturedResultsSetName (p. 641)

추천 결과 집합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 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41)

결과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려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QueryTexts (p. 641)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쿼리 목록입니다. 쿼리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FeaturedResultsSet.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수는 49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p. 641)

추천 결과 세트의 현재 상태입니다. 값이ACTIVE 이면 추천 결과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
다. 상태를 로 설정하기 전에 설정을 구성할 수ACTIVE 있습니다. API를ACTIVE 사용하거나
UpdateFeaturedResultsSetAPI를INACTIVE 사용하여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 결과에 대
해 지정하는 쿼리는 상태가ACTIVE 또는 여부와 관계없이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집합별로 고유해
야INACTIVE 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TIVE | INACTIVE

Required: No
Tags (p. 641)

추천 결과 세트를 식별하거나 분류하는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추천 결과 세트에 대
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키 및 값은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및 _.:/= + - @ 기호를 포
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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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Tag (p. 106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수는 2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FeaturedResultsSet": {  
      "CreationTimestamp": number, 
      "Description": "string", 
      "FeaturedDocuments": [  
         {  
            "Id": "string" 
         } 
      ], 
      "FeaturedResultsSetId": "string", 
      "FeaturedResultsSetName": "string", 
      "LastUpdatedTimestamp": number, 
      "QueryTexts": [ "string" ], 
      "Status": "string"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eaturedResultsSet (p. 643)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추천 결과 집합의 식별자, 추천 결과 집합의 활성 또는 비활성 여
부, 추천 결과 집합을 만든 시기 등이 포함됩니다.

유형: FeaturedResultsSet (p. 959) 객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FeaturedResultsConflictException

여러 추천 결과 집합에서 사용된 충돌하는 쿼리 목록이 포함된 오류 메시지입니다. 이는 새로운 추천 결
과 세트를 요청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추천 결과에 대해 지정한 쿼리가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집합별로 
고유한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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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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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Index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인덱스 생성은 비동기 API입니다. 인덱스 생성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하려면 를 호출하여 반환된Status 필드를 확인하십시오DescribeIndex. Status필드는 색인을 사용할 
준비가 되면 로 설정됩니다.ACTIVE

인덱스가 활성화되면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거나 지원되는 데이터 원본 중 하나를 사용하여 문
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Python SDK를 사용하여 인덱스 및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예제는 Python SDK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Java SDK를 사용하여 인덱스와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예제는 Java SDK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lientToken": "string", 
   "Description": "string", 
   "Edition":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KmsKeyId": "string" 
   },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UserContextPolicy": "string",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  
      "UserGroupResolutionMode": "string" 
   }, 
   "UserTokenConfigurations": [  
      {  
         "JsonTokenTypeConfiguration": {  
            "GroupAttributeField":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string" 
         }, 
         "JwtTokenTypeConfiguration": {  
            "ClaimRegex": "string", 
            "GroupAttributeField": "string", 
            "Issuer": "string", 
            "KeyLocation": "string", 
            "SecretManagerArn": "string", 
            "URL":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string" 
         }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적용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세요.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lientToken (p. 645)

인덱스 생성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로CreateIndex
API를 여러 번 호출하면 인덱스가 하나만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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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645)

인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dition (p. 645)

인덱스에 사용할 Amazon Kendra 에디션입니다. 개발, 테스트 또는 개념 증명을DEVELOPER_EDITION
위한 색인을 선택하십시오. ENTERPRISE_EDITION생산에 사용하십시오. 색인의 에디션을 설정한 후에
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Edition 파라미터는 선택 항목입니다. 값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입니
다ENTERPRISE_EDITION.

엔터프라이즈 및 개발자 에디션의 할당량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EVELOPER_EDITION | ENTERPRISE_EDITION

Required: No
Name (p. 645)

인덱스의 이름.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RoleArn (p. 645)

Amazon CloudWatch 로그 및 메트릭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IAM 액세스 역할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645)

Amazon Kendra가 인덱싱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AWS KMS 고객 관리형 키 (CMK) 의 식
별자입니다. Amazon Kendra에서는 비대칭 CM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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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1032)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ags (p. 645)

인덱스를 식별하거나 분류하는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
어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키 및 값은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및 _.:/= + - @ 기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유형: Tag (p. 106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최대 항목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ContextPolicy (p. 645)

사용자 컨텍스트 정책입니다.
ATTRIBUTE_FILTER

모든 사용자가 인덱싱된 모든 콘텐츠를 검색하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컨텍스트에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_user_id 및 _group_ids 속성 필터를 사용하거나 UserContext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USER_TOKEN

토큰 기반 사용자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컨텍스트에 따라 검색 결과를 필터링합니다. 액
세스 제어 권한이 없는 모든 문서와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사용자가 검색하고 볼 수 있습니
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TTRIBUTE_FILTER | USER_TOKEN

Required: No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p. 645)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D 소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가져옵니
다. 이를 구성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유형: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p. 107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TokenConfigurations (p. 645)

사용자 토큰 구성입니다.

유형: UserTokenConfiguration (p. 1072)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대 항목 수는 1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Id":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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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Id (p. 647)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색인을 쿼리하거나, 데이터 원본을 설정하거나, 문서를 색인화할 때 이 식별자
를 사용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AlreadyExist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이미 있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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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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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서비스:Amazon Kendra

추천 검색어에서 특정 쿼리를 제외하기 위해 차단 목록을 만듭니다.

차단 목록에 지정된 단어나 문구가 포함된 모든 쿼리는 차단되거나 필터링되어 제안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S3 버킷에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의 위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텍스트 파일에서 각 블록 단어나 문구를 별도
의 줄에 입력합니다.

차단 목록의 현재 할당량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Python SDK를 사용하여 쿼리 제안에 대한 차단 목록을 만드는 예제는 쿼리 제안 차단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lientToken": "string", 
   "Description":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ourc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세요.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lientToken (p. 650)

쿼리 제안 차단 목록 생성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650)

차단 목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검색어에 표시될 수 있고 추천에서 차단해야 하는 모든 불쾌감을 주는 단어의 목
록”이라는 설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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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650)

쿼리 제안 차단 목록을 만들려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650)

차단 목록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불쾌감을 주는 단어'라는 이름은 사용자 검색어에 표시될 수 있고 추천 대상에서 차단해야 하
는 모든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포함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RoleArn (p. 650)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 Kendra의 IAM 액세스 역할을 참조하세
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ourceS3Path (p. 650)

S3 버킷에 있는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의 S3 경로입니다.

각 블록 단어나 문구는 텍스트 파일에서 별도의 줄에 있어야 합니다.

차단 목록의 현재 할당량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
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Tags (p. 650)

차단 목록을 식별하거나 분류하는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태그 키 및 값은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및 _.:/= + - @ 기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형: Tag (p. 1060) 객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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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Id":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Id (p. 652)

차단 목록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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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호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653

https://docs.aws.amazon.com/goto/aws-cli/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https://docs.aws.amazon.com/goto/DotNetSDKV3/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https://docs.aws.amazon.com/goto/AWSJavaScriptSDK/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PHPV3/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https://docs.aws.amazon.com/goto/boto3/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CreateQuerySuggestionsBlockList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CreateThesaurus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 사전을 만듭니다. 사전에는 Solr 형식의 동의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인에 사전 파일을 추가하는 예제는 색인에 사용자 지정 동의어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lientToken": "string", 
   "Description":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ourc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적용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세요.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lientToken (p. 654)

사전 생성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
로CreateThesaurus API를 여러 번 호출하면 사전이 하나만 생성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654)

사전에 대한 설명.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654)

사전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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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654)

사전의 이름.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RoleArn (p. 654)

사전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IAM 액세스 역할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ourceS3Path (p. 654)

S3에 위치한 사전 파일 경로.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Tags (p. 654)

사전을 식별하거나 분류하는 키-값 페어 목록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사전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도 있습니다. 태그 키 및 값은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및 _.:/= + - @ 기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형: Tag (p. 106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0개.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Id":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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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 655)

사전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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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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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AccessControl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에서 문서에 대해 만든 액세스 제어 구성을 삭제합니다. 여기에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정
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
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58)

삭제하려는 액세스 제어 구성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58)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인덱스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658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에 입력한 후 다시 시도
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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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Data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삭제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이미 삭제된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원본이 삭제되는 동안DescribeDataSource API 호출로 반환되는Status 필드는 로 설
정됩니다DELETING.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삭제를 참조하세요.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세요.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60)

삭제하려는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60)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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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
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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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Experience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삭제합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62)

삭제하려는 Amazon Kendra 환경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62)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는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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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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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Faq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에서 FAQ를 제거합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64)

제거할 FAQ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64)

FAQ의 인덱스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
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664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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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Index
서비스:Amazon Kendra

기존 Amazon Kendra 인덱스를 삭제합니다. 인덱스가 이미 삭제된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
덱스를 삭제하는 동안DescribeIndex API 호출에서 반환되는Status 필드는 로 설정됩니다DELETING.

요청 구문

{ 
   "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66)

삭제하려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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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
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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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PrincipalMapping
서비스:Amazon Kendra

그룹에 속한 모든 사용자 및 하위 그룹이 해당 그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도
록 그룹을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 “Summer Interns” 그룹을 삭제하면 해당 그룹에 속한 모든 인턴은 더 이상 검색 결과에 인턴 전용 
문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의 사용자 또는 하위 그룹을 삭제하거나 바꾸려면PutPrincipalMapping 작업을 사용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Engineering” 그룹의 사용자가 엔지니어링 팀을 떠나고 다른 사용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
는 경우 전화를 걸 때 “Engineering” 그룹에 속한 사용자 또는 하위 그룹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제공합니
다PutPrincipalMapping. 내부 사용자 또는 하위 그룹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통화 시 이 목록을 입력할 
수PutPrincipalMapping 있습니다.

DeletePrincipalMapping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DataSourceId": "string", 
   "GroupId": "string", 
   "IndexId": "string", 
   "OrderingId": number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ataSourceId (p. 668)

그룹을 삭제하려는 데이터 소스의 식별자입니다.

그룹을 여러 데이터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특정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 액세스하지 못하
도록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 “엔지니어링”, “영업 및 마케팅” 그룹은 모두 데이터 소스 
Confluence 및 Salesforce에 저장된 회사 문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Salesforce에서 “연구” 및 “엔지니
어링” 그룹을 삭제하여 해당 그룹이 Salesforce에 저장된 고객 관련 문서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업 및 마케팅”만 Salesforce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oupId (p. 668)

삭제하려는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Pattern: ^\P{C}*$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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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d (p. 668)

그룹을 삭제하려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OrderingId (p. 668)

Amazon Kendra Kendra가 최근DELETE 작업을 이전 작업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지정하는 
타임스탬프 식별자입니다. 가장 높은 번호 ID (주문 ID) 는 가장 최근에 처리하여 더 낮은 번호 ID를 가진 
다른 작업 위에 적용하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ID 번호가 낮은 이전 작업이 최신 작업을 재정의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문 ID는 그룹 구성원 목록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Unix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전화를 걸 때 
이 목록을 제공하면PutPrincipalMapping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신 구성원 목록이 있는 업데이트된 
그룹에 대한DELETE 작업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동일한 그룹에 대한 이전DELETE 작업으로 덮어쓰여지
지 않습니다.

기본 주문 ID는 Amazon Kendra에서 작업을 수신한 현재 Unix 시간 (밀리초) 입니다.

유형: Long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325351584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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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
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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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QuerySuggestionsBlockList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에 사용되는 차단 목록을 삭제합니다.

삭제된 차단 목록은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전체 제안 목록을 새로 고쳐 이전에 차
단된 쿼리를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DeleteQuerySuggestionsBlockList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공유하는 모든 작업에서 공유하는 작업에서 공유하는 작업에서 공유하는 작업에서 공유하는 
작업에서 공유하는 작업에서 공유하는 작업에서 공유하는 작업에서 공유하는 (p. 1087) 작업에서 공유하는 
작업에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71)

삭제하려는 차단 목록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71)

차단 목록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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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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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Thesaurus
서비스:Amazon Kendra

기존 Amazon Kendra 사전을 삭제합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는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73)

삭제하려는 사전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73)

사전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액세스 권한이 부족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
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673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지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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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AccessControl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의 문서에 대해 만든 액세스 제어 구성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에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
링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75)

정보를 얻으려는 액세스 제어 구성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75)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AccessControlList": [  
      {  
         "Access": "string", 
         "DataSourceId":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 
   ], 
   "Description": "string", 
   "ErrorMessage": "string", 
   "HierarchicalAccessControlLi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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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List": [  
            {  
               "Access": "string", 
               "DataSourceId":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 
         ] 
      } 
   ], 
   "Name":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AccessControlList (p. 675)

주도자 (사용자 및/또는 그룹) 와 이들이 액세스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
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유형: Principal (p. 1001) 객체 배열
Description (p. 675)

액세스 제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ErrorMessage (p. 675)

액세스 제어 구성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가 포함된 오류 메시지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HierarchicalAccessControlList (p. 675)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의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주요 목록 목록입니다.

유형: HierarchicalPrincipal (p. 978)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30개입니다.
Name (p. 675)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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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도록 
입력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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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Data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동작에 공통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Configuration": {  
      "AlfrescoConfiguration": {  
         "B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Comments": boolean, 
         "CrawlSystemFolders": boolean, 
         "DocumentLibrary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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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FieldName": "string" 
            } 
         ], 
         "EntityFilter": [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SiteId": "string", 
         "SiteUrl":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iki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BoxConfiguration": {  
         "Com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Comments": boolean, 
         "CrawlTasks": boolean, 
         "CrawlWebLinks": boolean, 
         "EnterpriseId":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l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Task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ebLink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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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fluenceConfiguration": {  
         "Attachment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Attachments": boolean
         }, 
         "AuthenticationType": "string", 
         "BlogConfiguration": {  
            "B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PageConfiguration": {  
            "Pag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SecretArn": "string", 
         "ServerUrl": "string", 
         "SpaceConfiguration": {  
            "CrawlArchivedSpaces": boolean, 
            "CrawlPersonalSpaces": boolean, 
            "ExcludeSpaces": [ "string" ], 
            "IncludeSpaces": [ "string" ], 
            "Spac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Version": "string",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DatabaseConfiguration": {  
         "AclConfiguration": {  
            "AllowedGroupsColumnName": "string" 
         }, 
         "ColumnConfiguration": {  
            "ChangeDetectingColumns": [ "string" ], 
            "DocumentDataColumn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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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IdColumnName": "string", 
            "DocumentTitleColumn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ConnectionConfiguration": {  
            "DatabaseHost": "string", 
            "DatabaseName": "string", 
            "DatabasePort": number, 
            "SecretArn": "string", 
            "TableName": "string" 
         }, 
         "DatabaseEngineType": "string", 
         "SqlConfiguration": {  
            "QueryIdentifiersEnclosingOption": "string"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FsxConfiguration": {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FileSystemId": "string", 
         "FileSystemType": "string",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GitHubConfiguration": {  
         "ExclusionFileNamePatterns": [ "string" ], 
         "ExclusionFileTypePatterns": [ "string" ], 
         "ExclusionFolderNamePatterns": [ "string" ], 
         "GitHubCommi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DocumentCrawlProperties": {  
            "CrawlIssue": boolean, 
            "CrawlIssueComment": boolean, 
            "CrawlIssueCommentAttachment": boolean, 
            "CrawlPullRequest": boolean, 
            "CrawlPullRequestComment": boolean, 
            "CrawlPullRequestCommentAttachment": boolean, 
            "CrawlRepositoryDocuments": boolean
         }, 
         "GitHubIssueAttach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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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IssueCom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IssueDocu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PullRequestCom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PullRequestDocumentAttach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PullRequestDocu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Repository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FileNamePatterns": [ "string" ], 
         "InclusionFileTypePatterns": [ "string" ], 
         "InclusionFolderNamePatterns": [ "string" ], 
         "OnPremiseConfiguration": {  
            "HostUrl": "string", 
            "OrganizationName":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 
         "RepositoryFilter": [ "string" ], 
         "SaaSConfiguration": {  
            "HostUrl": "string", 
            "OrganizationName": "string" 
         }, 
         "SecretArn": "string", 
         "Type": "string", 
         "UseChangeLog": boo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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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GoogleDriveConfiguration": {  
         "ExcludeMimeTypes": [ "string" ], 
         "ExcludeSharedDrives": [ "string" ], 
         "ExcludeUserAccounts": [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 
      "Jira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om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Issu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ssueSubEntityFilter": [ "string" ], 
         "IssueType": [ "string" ], 
         "JiraAccountUrl": "string", 
         "Project": [ "string" ], 
         "Projec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SecretArn": "string", 
         "Status": [ "string"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ork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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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FieldName": "string" 
            } 
         ] 
      }, 
      "OneDriveConfiguration": {  
         "DisableLocalGroups":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OneDriveUsers": {  
            "OneDriveUserList": [ "string" ], 
            "OneDriveUser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 
         "SecretArn": "string", 
         "TenantDomain": "string" 
      }, 
      "Quip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Attachments": boolean, 
         "CrawlChatRooms": boolean, 
         "CrawlFileComments": boolean, 
         "Domain":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olderId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Messag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SecretArn": "string", 
         "Thread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S3Configuration": {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  
            "KeyPath": "string" 
         }, 
         "BucketName": "string",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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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Prefix":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refixes": [ "string" ] 
      }, 
      "SalesforceConfiguration": {  
         "ChatterFeedConfiguration":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deFilterTypes": [ "string" ] 
         }, 
         "CrawlAttachments": boolean,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  
            "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s": [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Name": "string" 
               } 
            ], 
            "IncludedStates": [ "string" ], 
            "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 
         "SecretArn": "string", 
         "ServerUrl": "string", 
         "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StandardObjectConfigurations": [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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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Name": "string" 
            } 
         ] 
      }, 
      "ServiceNowConfiguration": {  
         "AuthenticationType": "string", 
         "HostUrl": "string",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  
            "CrawlAttachments":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FilterQuery": "string",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 
         "SecretArn": "string", 
         "ServiceCatalogConfiguration": {  
            "CrawlAttachments":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 
         "ServiceNowBuildVersion": "string" 
      }, 
      "SharePointConfiguration": {  
         "AuthenticationType": "string", 
         "CrawlAttachments": boolean, 
         "DisableLocalGroups": boolean,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SecretAr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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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ePointVersion":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Urls": [ "string"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SlackConfiguration": {  
         "CrawlBotMessage": boolean, 
         "ExcludeArchived":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LookBackPeriod": number, 
         "PrivateChannelFilter": [ "string" ], 
         "PublicChannelFilter": [ "string" ], 
         "SecretArn": "string", 
         "SinceCrawlDate": "string", 
         "SlackEntityList": [ "string" ], 
         "TeamId": "string",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TemplateConfiguration": {  
         "Template": JSON value
      }, 
      "WebCrawlerConfiguration":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BasicAuthentication": [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 
         }, 
         "CrawlDepth": number, 
         "MaxContentSizePerPageInMegaBytes": number, 
         "MaxLinksPerPage": number, 
         "MaxUrlsPerMinuteCrawlRate": number,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UrlExclusionPatterns": [ "string" ], 
         "UrlInclusionPatterns": [ "string" ], 
         "Urls": {  
            "SeedUrlConfiguration": {  
               "SeedUrls": [ "string" ], 
               "WebCrawlerMode": "string" 
            }, 

687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SiteMapsConfiguration": {  
               "SiteMaps": [ "string" ] 
            } 
         } 
      }, 
      "WorkDocsConfiguration": {  
         "CrawlComments":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OrganizationId": "string", 
         "UseChangeLog": boolean
      } 
   }, 
   "CreatedAt": number,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  
      "InlineConfigurations": [  
         {  
            "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DocumentContentDeletion": boolean, 
            "Target": {  
               "TargetDocumentAttributeKey": "string", 
               "TargetDocumentAttribute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TargetDocumentAttributeValueDeletion": boolean
            } 
         } 
      ],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  
         "Invocation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LambdaArn": "string", 
         "S3Bucket": "string" 
      },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  
         "Invocation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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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LambdaArn": "string", 
         "S3Bucket": "string" 
      }, 
      "RoleArn": "string" 
   }, 
   "Description": "string", 
   "ErrorMessage": "string", 
   "Id": "string", 
   "IndexId": "string", 
   "LanguageCode":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chedule": "string", 
   "Status": "string", 
   "Type": "string", 
   "UpdatedAt": number,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Configuration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구성 세부 정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의 구성 옵션은 데이터 원본 공급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DataSourceConfiguration (p. 913) 객체
CreatedAt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678)

데이터 원본의 설명에 포함된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Amazon Kendra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문서 메타데이터를 생성, 수정 및 삭제하거나 기타 콘텐츠
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
오.

유형: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09) 객체
Description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689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custom-document-enrichment.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패턴: ^\P{C}*$
ErrorMessage (p. 678)

Status필드 값이FAILED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에는 데이터 원본 실패를 일으킨 오류에 대한 설
명이 포함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Id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IndexId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LanguageCode (p. 678)

언어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원본의 모든 문서에 지원되는 언어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지원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2입니다. 최대 길이는 10입니다.

패턴: [a-zA-Z-]*
Name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RoleArn (p. 678)

데이터 원본과 필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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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p. 678)

Amazon Kendra 켄드라가 인덱스를 업데이트하는 일정입니다.

유형: String
Status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현재 상태입니다. 상태가 이면 데이터ACTIVE 원본은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상태가FAILED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에는 데이터 원본이 실패한 이유가 포함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DELETING | FAILED | UPDATING | ACTIVE
Type (p. 678)

데이터 소스의 유형입니다. 예: SHAREPOINT.

유형: String

유효한 값: S3 | SHAREPOINT | DATABASE | SALESFORCE | ONEDRIVE | SERVICENOW | 
CUSTOM | CONFLUENCE | GOOGLEDRIVE | WEBCRAWLER | WORKDOCS | FSX | SLACK | 
BOX | QUIP | JIRA | GITHUB | ALFRESCO | TEMPLATE

UpdatedAt (p. 678)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VpcConfiguration (p. 678)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의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691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vpc-configuration.html
http://aws.amazon.com/contact-u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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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Experience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공유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93)

정보를 얻으려는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93)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Configuration": {  
      "ContentSourceConfiguration": {  
         "DataSourceIds": [ "string" ], 
         "DirectPutContent": boolean, 
         "FaqIds": [ "string" ] 
      }, 
      "UserIdentityConfiguration": {  
         "IdentityAttributeName": "string" 
      } 
   }, 
   "CreatedAt": number, 
   "Description": "string", 
   "Endpoi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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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point": "string", 
         "EndpointType": "string" 
      } 
   ], 
   "ErrorMessage": "string", 
   "Id":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Configuration (p. 693)

Amazon Kendra 경험을 위한 구성 정보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ContentSourceConfiguration 데
이터 소스 ID 및/또는 FAQ ID를 지정하는 항목과UserIdentityConfiguration Amazon Kendra 환
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사용자 또는 그룹 정보를 지정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유형: ExperienceConfiguration (p. 943) 객체
CreatedAt (p. 693)

Amazon Kendra 경험이 생성되었을 때의 유닉스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Description (p. 693)

Amazon Kendra 경험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Endpoints (p. 693)

Amazon Kendra 경험의 엔드포인트 URL을 표시합니다. URL은 고유하며 에서 완전히 호스팅됩니다
AWS.

유형: ExperienceEndpoint (p. 94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개입니다.
ErrorMessage (p. 693)

Amazon Kendra 경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Id (p. 693)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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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IndexId (p. 693)

Amazon Kendra 경험에 대한 인덱스 식별자를 표시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Name (p. 693)

Amazon Kendra 경험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RoleArn (p. 693)

QueryAPI, API,QuerySuggestionsSubmitFeedback API 및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 IAM 
ID 센터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표시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Status (p. 693)

Amazon Kendra 경험의 현재 처리 상태입니다. ACTIVE상태이면 Amazon Kendra 환경을 사용할 준비
가 된 것입니다. 상태가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에는 이 작업이 실패한 이유가 포함됩니다.FAILED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ACTIVE | DELETING | FAILED
UpdatedAt (p. 693)

Amazon Kendra 경험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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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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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Faq
서비스:Amazon Kendra

FAQ 목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적용되는 공통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는 일반 파라미터 (p. 1087)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697)

정보를 얻으려는 FAQ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697)

FAQ가 포함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길이 제약 길이 제약 제약 제약 제약: 길이 제약 길이는 길이 제약 제약 제약 제약 제약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CreatedAt": number, 
   "Description": "string", 
   "ErrorMessage": "string", 
   "FileFormat": "string", 
   "Id": "string", 
   "IndexId": "string", 
   "LanguageCode":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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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CreatedAt (p. 697)

FAQ가 생성된 시간의 유닉스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Description (p. 697)

FAQ를 만들 때 제공한 FAQ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ErrorMessage (p. 697)

Status필드가 인FAILED 경우ErrorMessage 필드에는 FAQ가 실패한 이유가 포함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FileFormat (p. 697)

FAQ의 입력 파일에서 사용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SV | CSV_WITH_HEADER | JSON
Id (p. 697)

FAQ가 포함된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IndexId (p. 697)

FAQ가 포함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길이 제약 길이 제약 제약 제약 제약: 길이 제약 길이는 길이 제약 제약 제약 제약 제약

패턴: [a-zA-Z0-9][a-zA-Z0-9-]*
LanguageCode (p. 697)

언어의 코드입니다. 이는 FAQ 문서에 지원되는 언어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지원됩니다. 코
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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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길이 제약 길이 제약 길이 제약 최소 길이 길이 제약 길이 제약 길이는 최소 길이 길이 제약 최
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패턴: [a-zA-Z-]*
Name (p. 697)

FAQ를 만들 때 입력한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RoleArn (p. 697)

FAQ의 입력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S3Path (p. 697)

Amazon S3 버킷에서 특정 파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Status (p. 697)

FAQ가 포함된 상태 입니다. 상태가 되면 사용할 준비가 된ACTIVE 것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UPDATING | ACTIVE | DELETING | FAILED
UpdatedAt (p. 697)

FAQ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입니다.

유형: Timestamp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권한이 부족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
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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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의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요청의 수를 줄이고 다
시 시도하세요 요청의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시도하
세요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신 후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700

https://docs.aws.amazon.com/goto/aws-cli/kendra-2019-02-03/DescribeFaq
https://docs.aws.amazon.com/goto/DotNetSDKV3/kendra-2019-02-03/DescribeFaq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DescribeFaq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DescribeFaq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DescribeFaq
https://docs.aws.amazon.com/goto/AWSJavaScriptSDK/kendra-2019-02-03/DescribeFaq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PHPV3/kendra-2019-02-03/DescribeFaq
https://docs.aws.amazon.com/goto/boto3/kendra-2019-02-03/DescribeFaq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DescribeFaq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DescribeFeaturedResultsSet
서비스:Amazon Kendra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기능 결과는 특정 쿼리의 다른 모든 결과 위에 배치됩니다. 검색
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요청 구문

{ 
   "FeaturedResultsSet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FeaturedResultsSetId (p. 701)

정보를 얻으려는 추천 결과 집합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01)

결과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CreationTimestamp": number, 
   "Description": "string", 
   "FeaturedDocumentsMissing": [  
      {  
         "Id": "string" 
      } 
   ], 
   "FeaturedDocumentsWithMetadata": [  
      {  
         "Id": "string", 
         "Title": "string", 
         "URI":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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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aturedResultsSetId": "string", 
   "FeaturedResultsSetName": "string", 
   "LastUpdatedTimestamp": number, 
   "QueryTexts": [ "string" ], 
   "Status":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CreationTimestamp (p. 701)

추천 결과 세트가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Long
Description (p. 701)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FeaturedDocumentsMissing (p. 701)

존재하지 않지만 추천 문서로 지정한 문서 ID 목록입니다. Amazon Kendra 이러한 문서가 인덱스에 존
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문서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BatchGetDocumentStatusAPI를 사용하여 문서의 상
태와 ID를 확인하거나 상태 오류가 있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FeaturedDocumentMissing (p. 955) 객체 배열
FeaturedDocumentsWithMetadata (p. 701)

메타데이터 정보와 함께 표시할 문서의 문서 ID 목록입니다. 추천 문서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
조하십시오 FeaturedResultsSet.

유형: FeaturedDocumentWithMetadata (p. 956) 객체 배열
FeaturedResultsSetId (p. 701)

추천 결과 집합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FeaturedResultsSetName (p. 701)

추천 결과 세트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 a-zA-Z0-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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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UpdatedTimestamp (p. 701)

추천 결과 세트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Long
QueryTexts (p. 701)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쿼리 목록입니다. 쿼리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FeaturedResultsSet.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 49개.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Status (p. 701)

추천 결과 세트의 현재 상태입니다. 값이ACTIVE 이면 추천 결과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
다. 상태를 로 설정하기 전에 설정을 구성할 수ACTIVE 있습니다. API를ACTIVE 사용하거나
UpdateFeaturedResultsSetAPI를INACTIVE 사용하여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 결과에 대
해 지정하는 쿼리는 상태가ACTIVE 또는 여부와 관계없이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집합별로 고유해
야INACTIVE 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TIVE | INACTIVE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액세스 권한이 부족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
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
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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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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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Index
서비스:Amazon Kendra

기존 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동작에 공통적인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705)

정보를 가져오려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CapacityUnits": {  
      "QueryCapacityUnits": number, 
      "StorageCapacityUnits": number
   }, 
   "CreatedAt": number, 
   "Description": "string",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s": [  
      {  
         "Name": "string", 
         "Relevance": {  
            "Duration": "string", 
            "Freshness": boolean, 
            "Importance": number, 
            "RankOrder": "string", 
            "ValueImportanceMap": {  
               "string" : number 
            } 
         }, 
         "Search": {  
            "Displayable": boolean, 
            "Facetable": boolean, 
            "Searchable": boolean, 
            "Sortable": boolean
         }, 
         "Type": "string" 
      } 
   ], 
   "Editio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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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rorMessage": "string", 
   "Id": "string", 
   "IndexStatistics": {  
      "FaqStatistics": {  
         "IndexedQuestionAnswersCount": number
      }, 
      "TextDocumentStatistics": {  
         "IndexedTextBytes": number, 
         "IndexedTextDocumentsCount": number
      } 
   }, 
   "Name": "string", 
   "RoleArn": "string",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  
      "KmsKeyId": "string" 
   },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UserContextPolicy": "string",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  
      "UserGroupResolutionMode": "string" 
   }, 
   "UserTokenConfigurations": [  
      {  
         "JsonTokenTypeConfiguration": {  
            "GroupAttributeField":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string" 
         }, 
         "JwtTokenTypeConfiguration": {  
            "ClaimRegex": "string", 
            "GroupAttributeField": "string", 
            "Issuer": "string", 
            "KeyLocation": "string", 
            "SecretManagerArn": "string", 
            "URL":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string" 
         }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CapacityUnits (p. 705)

Enterprise Edition 인덱스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용량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덱스에 사용되는 용량 단위가 포함됩니다. 쿼리 또는 문서 스토리지 용
량이 0이면 인덱스가 기본 용량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덱스의 기본 용량 및 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량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888) 객체
CreatedAt (p. 705)

인덱스가 생성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Description (p. 705)

인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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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s (p. 705)

문서 메타데이터 또는 필드에 대한 구성 정보. 문서 메타데이터는 문서와 관련된 필드 또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각 문서와 관련된 회사 부서 이름.

유형: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p. 936)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500개.
Edition (p. 705)

인덱스에 사용된 Amazon Kendra 에디션. 에디션은 색인을 만들 때 결정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EVELOPER_EDITION | ENTERPRISE_EDITION
ErrorMessage (p. 705)

Status필드 값이FAILED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에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Id (p. 705)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IndexStatistics (p. 705)

FAQ 질문 및 답변 수와 인덱싱된 텍스트 문서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IndexStatistics (p. 984) 객체
Name (p. 705)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RoleArn (p. 705)

Amazon Kendra에 기록할 수 있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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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705)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AWS KMS 고객 마스터 키 (CMK) 의 식별자입니다. Amazon Kendra
에서는 비대칭 CM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형: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1032) 객체
Status (p. 705)

인덱스의 현재 상태입니다. 값이ACTIVE 이면 인덱스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Status필드 값
이FAILED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에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ACTIVE | DELETING | FAILED | UPDATING | SYSTEM_UPDATING
UpdatedAt (p. 705)

인덱스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입니다.

유형: Timestamp
UserContextPolicy (p. 705)

Amazon Kendra 인덱스의 사용자 컨텍스트 정책.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TTRIBUTE_FILTER | USER_TOKEN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p. 705)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D 소스에서 그룹 및 사용자의 액세스 수
준을 가져오기 위한 구성을 활성화했는지 여부

유형: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p. 1070) 객체
UserTokenConfigurations (p. 705)

Amazon Kendra 인덱스의 사용자 토큰 구성입니다.

유형: UserTokenConfiguration (p. 1072)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대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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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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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PrincipalMapping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처리 중이거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작업의 상태, 작업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 Amazon Kendra에서 작업을 수신한 
시간, 처리하여 다른 작업 다음에 적용해야 하는 최신 작업, 작업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유용한 오류 메시지
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DescribePrincipalMapping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DataSourceId": "string", 
   "Group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공유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ataSourceId (p. 710)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을 확인할 데이터 소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oupId (p. 710)

사용자를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그룹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Pattern: ^\P{C}*$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10)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덱스 식별자입
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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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구문

{ 
   "DataSourceId": "string", 
   "GroupId": "string", 
   "GroupOrderingIdSummaries": [  
      {  
         "FailureReason": "string", 
         "LastUpdatedAt": number, 
         "OrderingId": number, 
         "ReceivedAt": number, 
         "Status": "string" 
      } 
   ], 
   "IndexId":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DataSourceId (p. 711)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데이터 원본의 
식별자를 표시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GroupId (p. 711)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룹 식별자를 
표시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패턴: ^\P{C}*$
GroupOrderingIdSummaries (p. 711)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에 대한 다음 정보를 보여 줍니다.
• 상태 - 상태는PROCESSING,SUCCEEDEDDELETINGDELETED, 또는 일 수FAILED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날짜 - 작업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시간입니다.
• 수신됨 - 작업을 받거나 제출한 마지막 날짜/시간입니다.
• 주문 ID - 다른 작업 다음에 처리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최신 작업입니다.
• 실패 사유—작업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유형: GroupOrderingIdSummary (p. 975)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대 항목 수 10개.
IndexId (p. 711)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인덱스 식별자
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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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도록 
입력하신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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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QuerySuggestionsBlockList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에 사용되는 차단 목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차단 목록에 적용된 현재 설정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DescribeQuerySuggestionsBlockList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
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713)

정보를 얻으려는 차단 목록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13)

차단 목록의 인덱스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CreatedAt": number, 
   "Description": "string", 
   "ErrorMessage": "string", 
   "FileSizeBytes": number, 
   "Id": "string", 
   "IndexId": "string", 
   "ItemCount": number, 
   "Name": "string", 
   "RoleArn": "string", 
   "SourceS3Path": {  
      "Bucke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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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string" 
   },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CreatedAt (p. 713)

쿼리 제안에 대한 차단 목록이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Description (p. 713)

차단 목록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ErrorMessage (p. 713)

차단 목록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세부 정보가 포함된 오류 메시지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FileSizeBytes (p. 713)

S3에 있는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의 현재 크기입니다.

유형: Long
Id (p. 713)

차단 목록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IndexId (p. 713)

차단 목록의 인덱스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ItemCount (p. 713)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에 있는 비어 있지 않은 유효한 단어 또는 구의 현재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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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Integer
Name (p. 713)

차단 목록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
RoleArn (p. 713)

Amazon Kendra Kendra가 S3의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IAM (자격 증명 및 액
세스 관리) 역할입니다.

역할을 수행하려면 S3에 있는 파일에 대한 S3 읽기 권한이 필요하며 Amazon Kendra Kendra에 STS 
(보안 토큰 서비스) 수임 역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SourceS3Path (p. 713)

S3 버킷에 있는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의 현재 S3 버킷에 있는 S3 버킷에 있는 블록에 대한 현재 S3 버
킷에 있는

각 블록 단어나 문구는 텍스트 파일에서 별도의 줄에 있어야 합니다.

차단 목록의 현재 할당량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
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Status (p. 713)

차단 목록의 현재 상태입니다. 값이ACTIVE 이면 차단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TIVE | CREATING | DELETING | UPDATING | ACTIVE_BUT_UPDATE_FAILED 
| FAILED

UpdatedAt (p. 713)

쿼리 제안에 대한 차단 목록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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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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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 설정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쿼리 제안에 적용된 현재 설정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DescribeQuerySuggestionsConfig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17)

정보를 얻으려는 쿼리 제안이 있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IncludeQueriesWithoutUserInformation": boolean, 
   "LastClearTime": number, 
   "LastSuggestionsBuildTime": number, 
   "MinimumNumberOfQueryingUsers": number, 
   "MinimumQueryCount": number, 
   "Mode": "string", 
   "QueryLogLookBackWindowInDays": number, 
   "Status": "string", 
   "TotalSuggestionsCount": number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IncludeQueriesWithoutUserInformation (p. 717)

TRUE모든 쿼리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쿼리만 사용하여 쿼리 제안을 생성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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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Boolean
LastClearTime (p. 717)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이 마지막으로 지워졌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제안을 삭제하면 Amazon Kendra 제안을 삭제한 시점부터 쿼리 로그에 추가된 새 쿼리를 기반으로 새 
제안을 학습합니다. Amazon Kendra 제안을 삭제한 시점부터 쿼리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만 쿼리가 다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형: Timestamp
LastSuggestionsBuildTime (p. 717)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MinimumNumberOfQueryingUsers (p. 717)

쿼리를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려면 쿼리를 검색해야 하는 최소 고유 사용자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000입니다.
MinimumQueryCount (p. 717)

쿼리를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려면 쿼리를 검색해야 하는 최소 횟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000입니다.
Mode (p. 717)

검색어 제안이 현재ENABLED 모드 또는LEARN_ONLY 모드 상태인지 여부

기본적으로 Amazon Kendra 쿼리 제안을 활성화합니다. LEARN_ONLY사용자에 대한 검색어 제안을 끕
니다. UpdateQuerySuggestionsConfigAPI를 사용하여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ENABLED | LEARN_ONLY
QueryLogLookBackWindowInDays (p. 717)

쿼리 로그 시간 창에서 쿼리가 얼마나 최근 상태인지 (일 단위)

유형: Integer
Status (p. 717)

검색어 제안 설정의 상태가 현재 상태인지ACTIVE 또는UPDATING

활성은 현재 설정이 적용됨을 의미하고 업데이트 중이면 변경된 설정이 적용 중임을 의미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TIVE | UPDATING
TotalSuggestionsCount (p. 717)

인덱스에 대한 현재 총 쿼리 제안 수입니다.

이 수는 쿼리 제안 설정을 업데이트하거나, 차단 목록을 사용하여 제안에서 특정 쿼리를 필터링하고, 쿼
리 로그에 Amazon Kendra Kendra가 학습할 쿼리가 더 많이 누적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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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Integer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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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Thesaurus
서비스:Amazon Kendra

기존 Amazon Kdra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Kendra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져옵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일반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
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720)

정보를 얻으려는 사전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20)

사전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CreatedAt": number, 
   "Description": "string", 
   "ErrorMessage": "string", 
   "FileSizeBytes": number, 
   "Id":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ourc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Status": "string", 
   "SynonymRuleCoun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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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Count": number, 
   "UpdatedAt": number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CreatedAt (p. 720)

사전이 생성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Description (p. 720)

사전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ErrorMessage (p. 720)

Status필드 값이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는FAILED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FileSizeBytes (p. 720)

사전 파일 크기입니다.

유형: Long
Id (p. 720)

사전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IndexId (p. 720)

사전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Name (p. 720)

사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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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RoleArn (p. 720)

Amazon Kdra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Amazon Kdra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IAMSourceS3Path 역할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SourceS3Path (p. 720)

Amazon S3 버킷에서 특정 파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Status (p. 720)

사전의 현재 상태입니다. 값이 인 경우 쿼리는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ACTIVE Status필드 값이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는FAILED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태가ACTIVE_BUT_UPDATE_FAILED 인 경우 Amazon Kendra 새 사전 파일을 수집할 수 없음을 의미
합니다. 이전 사전 파일은 여전히 활성 상태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ACTIVE | DELETING | UPDATING | ACTIVE_BUT_UPDATE_FAILED 
| FAILED

SynonymRuleCount (p. 720)

사전 파일의 동의어 규칙 수입니다.

유형: Long
TermCount (p. 720)

사전 파일에 있는 고유한 용어 수입니다. 예를 들어, 동의어a,b,c 및a=>d 의 용어 수는 4가 됩니다.

유형: Long
UpdatedAt (p. 720)

사전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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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Amazon Kendra의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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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sociateEntitiesFromExperience
서비스:Amazon Kendra

IAM 자격 증명 센터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이 Amazon Kendra 환경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합
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
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EntityList": [  
      {  
         "EntityId": "string", 
         "EntityType": "string" 
      }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적인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EntityList (p. 724)

IAM ID 센터 ID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나열합니다.

유형: EntityConfiguration (p. 939)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수는.

필수 항목 여부: 예
Id (p. 724)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24)

Amazon Kendra 환경에 사용할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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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구문

{ 
   "FailedEntityList": [  
      {  
         "EntityId": "string", 
         "ErrorMessag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ailedEntityList (p. 725)

Amazon Kendra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제대로 액세스하는 데 실패한 IAM 자격 증명 센터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나열합니다.

유형: FailedEntity (p. 95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없습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
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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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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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sociatePersonasFromEntities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IAM 자격 증명 소스의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을 제거합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EntityIds": [ "string"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에는 범용 미미터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p. 1087).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EntityIds (p. 727)

IAM ID 센터 ID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 식별자. 예를 들어, 사용자 ID는 사용자 이메일일 수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수는 25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47입니다.

패턴: ^([0-9a-f]{10}-|)[A-Fa-f0-9]{8}-[A-Fa-f0-9]{4}-[A-Fa-f0-9]{4}-[A-Fa-
f0-9]{4}-[A-Fa-f0-9]{12}$

필수 항목 여부: 예
Id (p. 727)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27)

Amazon Kendra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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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구문

{ 
   "FailedEntityList": [  
      {  
         "EntityId": "string", 
         "ErrorMessag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ailedEntityList (p. 728)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IAM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나열합니다.

유형: FailedEntity (p. 95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수는 25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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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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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QuerySuggestions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에게 제안된 쿼리를 가져옵니다.

GetQuerySuggestions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MaxSuggestionsCount": number, 
   "QueryText":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
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30)

추천 검색에 사용하려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SuggestionsCount (p. 730)

사용자에게 표시하려는 검색어 제안의 최대 개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QueryText (p. 730)

추천 검색어를 생성하기 위한 사용자 쿼리 텍스트입니다.

사용자가 쿼리로 입력하기 시작한 내용과 쿼리 접두사가 일치하면 쿼리가 제안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사용자가 2자 미만이거나 60자를 초과하여 입력하는 경우 어떤 제안도 표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쿼리에는 하나 이상의 검색 결과가 있어야 하며 4자 이상의 단어가 하나 이상 포함
되어야 합니다.

유형: String

패턴: ^\P{C}*$

Required: Yes

응답 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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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SuggestionsId": "string", 
   "Suggestions": [  
      {  
         "Id": "string", 
         "Value": {  
            "Text": {  
               "Highlights": [  
                  {  
                     "BeginOffset": number, 
                     "EndOffset": number
                  } 
               ], 
               "Text": "string" 
            } 
         }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QuerySuggestionsId (p. 730)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 목록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최대 길이는 최대 길이는 최대 길이는 최대 길이 36
Suggestions (p. 730)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 목록입니다.

유형: Suggestion (p. 1053)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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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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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Snapshots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 지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데이터는 사용자가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과 애플리케이
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Interval": "string", 
   "MaxResults": number, 
   "MetricType": "string",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33)

검색 지표 데이터를 가져올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terval (p. 733)

검색 지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시간 간격 또는 시간 창입니다. 시간 간격은 인덱스의 시간대를 사용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간대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 THIS_WEEK: 현재 주, 일요일에 시작하여 현재 날짜 전날에 끝납니다.
• ONE_WEEK_AGO: 이전 주,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 주 토요일에 끝납니다.
• TWO_WEEKS_AGO: 이전 주 전 주,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 주 토요일에 끝납니다.
• THIS_MONTH: 해당 월의 첫 번째 날에 시작하여 현재 날짜의 전날에 끝나는 이번 달입니다.
• ONE_MONTH_AGO: 월중 첫 번째 날짜에 시작되어 매월 마지막 날짜에 끝납니다.
• TWO_MONTHS_AGO: 월중 주차는 매월 첫 번째 날짜에 시작되어 마지막 날짜에 끝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THIS_MONTH | THIS_WEEK | ONE_WEEK_AGO | TWO_WEEKS_AGO | 
ONE_MONTH_AGO | TWO_MONTHS_AGO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33)

측정치에 대해 반환되는 최대 데이터 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733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MetricType (p. 733)

검색하려는 지표입니다. 호출당 하나의 지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확보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QUERIES_BY_COUNT | QUERIES_BY_ZERO_CLICK_RATE | 
QUERIES_BY_ZERO_RESULT_RATE | DOCS_BY_CLICK_COUNT | AGG_QUERY_DOC_METRICS | 
TREND_QUERY_DOC_METRICS

필수 항목 여부: 예
NextToken (p. 733)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지네이션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검색 지표 데이터 세트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NextToken": "string", 
   "SnapshotsData": [  
      [ "string" ] 
   ], 
   "SnapshotsDataHeader": [ "string" ], 
   "SnapShotTimeFilter": {  
      "EndTime": number, 
      "StartTime": number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NextToken (p. 734)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이 토큰을 반환하며, 이 토큰을 나중에 요청하여 다음 검색 
지표 데이터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SnapshotsData (p. 734)

검색 지표 데이터입니다. 반환되는 데이터는 요청한 지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로 구성된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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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shotsDataHeader (p. 734)

검색 지표 데이터의 열 헤더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SnapShotTimeFilter (p. 734)

검색 메트릭 데이터에 대한 시간 창의 시작 및 끝에 대한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Range (p. 1066) 객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액세스 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InvalidRequestException

요청에 대한 입력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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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AccessControlConfigurations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액세스 제어 구성을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정
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
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36)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36)

반환될 최대 액세스 제어 구성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댓값은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36)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응답에서 페이지 매
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액세스 제어 구성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AccessControlConfigura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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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tring" 
      } 
   ], 
   "NextToken":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AccessControlConfigurations (p. 736)

액세스 제어 구성의 세부 정보

유형: AccessControlConfigurationSummary (p. 869) 객체 배열
NextToken (p. 736)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이 토큰을 반환하며, 이 토큰은 후속 요청에서 다음 액세스 
제어 구성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
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737

http://aws.amazon.com/contact-u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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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DataSources
서비스:Amazon Kendra

만든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나열합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39)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39)

반환할 최대 데이터 소스 커넥터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39)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데이터 소스 커넥터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NextToken": "string", 
   "SummaryItems": [  
      {  
         "CreatedAt": number, 
         "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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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Code": "string", 
         "Name": "string", 
         "Status": "string", 
         "Type": "string", 
         "UpdatedAt": number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NextToken (p. 739)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후속 요청에서 다음 데이터 소스 커넥터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토큰을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SummaryItems (p. 739)

하나 이상의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한 요약 정보 배열입니다.

유형: DataSourceSummary (p. 917)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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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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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DataSourceSyncJobs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동기화에 대한 통계를 가져옵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StartTimeFilter": {  
      "EndTime": number, 
      "StartTime": number
   }, 
   "StatusFilter":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는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742)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42)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42)

응답에 반환될 최대 동기화 작업 수입니다. 목록에 더 적은 결과가 있는 경우 이 응답에는 실제 결과만 
포함됩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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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Token (p. 742)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작업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rtTimeFilter (p. 742)

지정한 경우 목록에 반환되는 동기화 작업은 지정된 날짜 사이의 작업으로 제한됩니다.

유형: TimeRange (p. 106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Filter (p. 742)

지정된 상태와 동일한Status 필드의 동기화 작업만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FAILED | SUCCEEDED | SYNCING | INCOMPLETE | STOPPING | ABORTED | 
SYNCING_INDEXING

Required: No

응답 구문

{ 
   "History": [  
      {  
         "DataSourceErrorCode": "string", 
         "EndTime": number, 
         "ErrorCode": "string", 
         "ErrorMessage": "string", 
         "ExecutionId": "string", 
         "Metrics": {  
            "DocumentsAdded": "string", 
            "DocumentsDeleted": "string", 
            "DocumentsFailed": "string", 
            "DocumentsModified": "string", 
            "DocumentsScanned": "string" 
         }, 
         "StartTime": number, 
         "Status": "string" 
      } 
   ], 
   "NextToken":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History (p. 743)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동기화 작업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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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DataSourceSyncJob (p. 919) 객체 배열
NextToken (p. 743)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후속 요청에서 다음 작업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이 토큰을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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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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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tityPersonas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및 그룹의 특정 권한을 나열합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746)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46)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46)

반환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최대 개수.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46)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사용자 또는 그룹 세트를 검색할 수 있
습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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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NextToken": "string", 
   "SummaryItems": [  
      {  
         "CreatedAt": number, 
         "EntityId": "string", 
         "Persona": "string", 
         "UpdatedAt": number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NextToken (p. 747)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이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토큰은 나중에 요청에서 다음 사
용자 또는 그룹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SummaryItems (p. 747)

한 명 이상의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 배열입니다.

유형: PersonasSummary (p. 999)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747

http://aws.amazon.com/contact-u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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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xperienceEntities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IAM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을 나열합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749)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49)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extToken (p. 749)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사용자 또는 그룹 세트를 검색할 수 있
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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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Token": "string", 
   "SummaryItems": [  
      {  
         "DisplayData": {  
            "FirstName": "string", 
            "GroupName": "string", 
            "IdentifiedUserName": "string", 
            "LastName": "string", 
            "UserName": "string" 
         }, 
         "EntityId": "string", 
         "EntityTyp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NextToken (p. 749)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이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토큰은 나중에 요청에서 다음 사
용자 또는 그룹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SummaryItems (p. 749)

한 명 이상의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 배열입니다.

유형: ExperienceEntitiesSummary (p. 945)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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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도하세
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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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xperiences
서비스:Amazon Kendra

하나 이상의 Amazon Kendra 환경을 나열합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
하십시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충족되지 (p. 1087).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52)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52)

반환되는 최대 Amazon Kendra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Maximum value of 10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52)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지네이션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Amazon Kendra 경험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NextToken": "string", 
   "SummaryIt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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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eatedAt": number, 
         "Endpoints": [  
            {  
               "Endpoint": "string", 
               "EndpointType": "string" 
            } 
         ], 
         "Id": "string", 
         "Name": "string", 
         "Status":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NextToken (p. 752)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는 이 토큰을 반환하며, 이 토큰을 나중에 요청하여 다음 Amazon 
Kendra 경험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SummaryItems (p. 752)

하나 이상의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일련의 요약 정보입니다.

유형: ExperiencesSummary (p. 946)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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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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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Faqs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과 관련된 FAQ 목록 목록을 가져옵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는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55)

FAQ 목록이 포함된 인덱스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55)

응답에 반환될 최대 FAQ 수입니다. 목록에 더 적은 결과가 있는 경우 이 응답에는 실제 결과만 포함됩니
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55)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지네이션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FAQ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
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FaqSummaryIte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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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dAt": number, 
         "FileFormat": "string", 
         "Id": "string", 
         "LanguageCode": "string", 
         "Name": "string",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 
   ], 
   "NextToken":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aqSummaryItems (p. 755)

지정된 인덱스와 관련된 FAQ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형: FaqSummary (p. 952) 객체 배열
NextToken (p. 755)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후속 요청에서 다음 FAQ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이 토큰을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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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
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757

https://docs.aws.amazon.com/goto/aws-cli/kendra-2019-02-03/ListFaqs
https://docs.aws.amazon.com/goto/DotNetSDKV3/kendra-2019-02-03/ListFaq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ListFaq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ListFaq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ListFaqs
https://docs.aws.amazon.com/goto/AWSJavaScriptSDK/kendra-2019-02-03/ListFaq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PHPV3/kendra-2019-02-03/ListFaqs
https://docs.aws.amazon.com/goto/boto3/kendra-2019-02-03/ListFaq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ListFaq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ListFeaturedResultsSets
서비스:Amazon Kendra

지정된 인덱스에 대한 모든 추천 결과 세트를 나열합니다. 기능 결과는 특정 쿼리의 다른 모든 결과 위에 배
치됩니다.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58)

결과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58)

반환될 추천 검색의 최대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댓값은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58)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지네이
션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추천 결과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FeaturedResultsSetSummaryItems": [  
      {  
         "CreationTimestamp": number, 
         "FeaturedResultsSet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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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edResultsSetName": "string", 
         "LastUpdatedTimestamp": number, 
         "Status": "string" 
      } 
   ], 
   "NextToken":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eaturedResultsSetSummaryItems (p. 758)

하나 이상의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요약 정보 배열입니다.

유형: FeaturedResultsSetSummary (p. 961) 객체 배열
NextToken (p. 758)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도록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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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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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GroupsOlderThanOrderingId
서비스:Amazon Kendra

지정된 순서 또는 타임스탬프 식별자 이전에 사용자에게 매핑된 그룹 목록을 제공합니다.

ListGroupsOlderThanOrderingId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DataSourceId": "string",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OrderingId": number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 (p. 1087) 에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ataSourceId (p. 761)

지정된 주문 타임스탬프 식별자 이전에 사용자에게 매핑된 그룹 목록을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 소스의 식
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761)

지정된 순서 또는 타임스탬프 식별자 이전에 사용자에게 매핑된 그룹 목록을 가져오기 위한 인덱스 식별
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61)

지정된 순서 또는 타임스탬프 식별자 이전에 사용자에게 매핑되는 반환된 그룹의 최대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61)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지정된 순서 또는 타임스탬프 식별자 이전
에 사용자에게 매핑된 다음 그룹 집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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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rderingId (p. 761)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최신PUT 또는DELETE 작업에 사용되는 타임스탬프 식별자입니다.

유형: Long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32535158400,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구문

{ 
   "GroupsSummaries": [  
      {  
         "GroupId": "string", 
         "OrderingId": number
      } 
   ], 
   "NextToken":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GroupsSummaries (p. 762)

지정된 순서 또는 타임스탬프 식별자 이전에 사용자에게 매핑되는 그룹 목록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유형: GroupSummary (p. 977) 객체 배열
NextToken (p. 762)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이 토큰을 반환하여 후속 요청에서 지정된 주문 또는 타임
스탬프 식별자 이전에 사용자에게 매핑된 다음 그룹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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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
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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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dices
서비스:Amazon Kendra

생성한 Amazon Kendra 인덱스를 나열합니다.

요청 구문

{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범용 파라미터 (p. 1087)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MaxResults (p. 764)

반환할 최대 인덱스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64)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인덱스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IndexConfigurationSummaryItems": [  
      {  
         "CreatedAt": number, 
         "Edition": "string", 
         "Id": "string", 
         "Name": "string",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 
   ], 
   "NextToken":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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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IndexConfigurationSummaryItems (p. 764)

하나 이상의 인덱스 구성에 대한 요약 정보 배열입니다.

유형: IndexConfigurationSummary (p. 982) 객체 배열
NextToken (p. 764)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후속 요청에서 다음 인덱스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토큰을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입니다. 올바른 입력에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765

http://aws.amazon.com/contact-us/
https://docs.aws.amazon.com/goto/aws-cli/kendra-2019-02-03/ListIndices
https://docs.aws.amazon.com/goto/DotNetSDKV3/kendra-2019-02-03/ListIndice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ListIndice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ListIndice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ListIndices
https://docs.aws.amazon.com/goto/AWSJavaScriptSDK/kendra-2019-02-03/ListIndice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PHPV3/kendra-2019-02-03/ListIndices
https://docs.aws.amazon.com/goto/boto3/kendra-2019-02-03/ListIndice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 AWS SDK for Ruby V3

766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ListIndice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ListQuerySuggestionsBlockLists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쿼리 추천에 사용되는 차단 목록을 나열합니다.

차단 목록의 현재 할당량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ListQuerySuggestionsBlockLists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터에 
충족되지 (p. 1087)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67)

해당 인덱스에 존재하는 모든 차단 목록 목록의 인덱스 식별자입니다.

차단 목록의 현재 할당량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
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67)

반환할 최대 차단 목록 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67)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
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블록 목록 세트 
(BlockListSummaryItems) 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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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구문

{ 
   "BlockListSummaryItems": [  
      {  
         "CreatedAt": number, 
         "Id": "string", 
         "ItemCount": number, 
         "Name": "string",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 
   ], 
   "NextToken":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BlockListSummaryItems (p. 768)

차단 목록의 요약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차단 목록 ID의 요약 항목, 차단 목록 이름, 차단 목록이 생성된 시간, 차단 목록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 차단 목록에 있는 블록 단어/구문의 개수가 포함됩니다.

차단 목록의 현재 할당량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
오.

유형: QuerySuggestionsBlockListSummary (p. 1006) 객체 배열
NextToken (p. 768)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후속 요청에서 다음 블록 목록 세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토큰을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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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
입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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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TagsForRe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지정된 리소스와 연결된 태그 목록을 가져옵니다. 색인, FAQ 및 데이터 소스에는 관련 태그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요청 구문

{ 
   "ResourceAR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파라미터 수 (p. 1087).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ResourceARN (p. 770)

태그 수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구문

{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Tags (p. 770)

인덱스, FAQ 또는 데이터 소스와 연결된 태그 목록입니다.

유형: Tag (p. 106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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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Unavailable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없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시
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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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Thesauri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의 사전을 나열합니다.

요청 구문

{ 
   "IndexId": "string",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dexId (p. 772)

사전이 하나 이상 있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MaxResults (p. 772)

반환할 최대 사전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댓값은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772)

이전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검색할 데이터가 더 많기 때문에) Amazon Kendra Kendra
는 응답에서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thesauri 
(ThesaurusSummaryItems)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NextToken": "string", 
   "ThesaurusSummaryItems": [  
      {  
         "CreatedA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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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string", 
         "Name": "string",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NextToken (p. 772)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다음 요청에서 다음 사전 집합을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이 토큰을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ThesaurusSummaryItems (p. 772)

사전 하나 또는 여러 사전에 대한 요약 정보 배열입니다.

유형: ThesaurusSummary (p. 1064)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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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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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PrincipalMapping
서비스:Amazon Kendra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자 ID만 제공하면 되도록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합니다.

하위 그룹을 그룹에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지적 재산권 팀” 그룹에는 “연구” 및 “엔지니어
링”이라는 하위 그룹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하위 그룹에는 해당 팀에서 일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자체 목
록이 포함됩니다. 연구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하고 지적 재산권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검색 결과에서 회
사의 일급 기밀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
터링에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그룹에 대해 5개 이상의PUT 작업이 현재 처리 중인 경우 유효성 검사 예외가 발생합니다.

요청 구문

{ 
   "DataSourceId": "string", 
   "GroupId": "string", 
   "GroupMembers": {  
      "MemberGroups": [  
         {  
            "DataSourceId": "string", 
            "GroupId": "string" 
         } 
      ], 
      "MemberUsers": [  
         {  
            "UserId": "string" 
         } 
      ], 
      "S3PathforGroupMembers": {  
         "Bucket": "string", 
         "Key": "string" 
      } 
   }, 
   "IndexId": "string", 
   "OrderingId": number, 
   "RoleAr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매개 변수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ataSourceId (p. 775)

사용자를 그룹에 매핑하려는 데이터 원본의 식별자입니다.

이는 그룹이 여러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지만 해당 그룹이 특정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만 액세스하
도록 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엔지니어링”, “영업 및 마케팅” 그룹은 모두 데이터 
소스 Confluence 및 Salesforce에 저장된 회사 문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및 마케팅” 팀은 
Salesforce에 저장된 고객 관련 문서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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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oupId (p. 775)

사용자를 매핑하려는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Pattern: ^\P{C}*$

필수 항목 여부: 예
GroupMembers (p. 775)

동일한 그룹에 속한 사용자 또는 하위 그룹이 포함된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그룹에는 사용자 “CEO”와 하위 그룹 “연구”, “엔지니어링”, “영업 및 마케팅”이 포함됩
니다.

단일 그룹에 1000명 이상의 사용자 및/또는 하위 그룹이 있는 경우 그룹의 사용자 및 하위 그룹을 나열
하는 S3 파일의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위 그룹에는 1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룹 
(및/또는 사용자) 에 속한 하위 그룹 목록은 1000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유형: GroupMembers (p. 974)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75)

사용자를 그룹에 매핑하려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OrderingId (p. 775)

Amazon Kendra Kendra가 최근PUT 작업을 이전 작업으로 재정의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지정하는 타임
스탬프 식별자입니다. 가장 높은 번호 ID (주문 ID) 는 가장 최근에 처리하여 더 낮은 번호 ID를 가진 다른 
작업 위에 적용하려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ID 번호가 낮은 이전 작업이 최신 작업을 재정의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문 ID는 그룹 구성원 목록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Unix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전화를 걸 때 
이 목록을 제공하면PutPrincipalMapping 됩니다. 이렇게 하면 최신 구성원 목록이 있는 업데이트된 
그룹에 대한PUT 작업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동일한 그룹에 대한 이전PUT 작업으로 덮어쓰여지지 않습
니다.

기본 주문 ID는 Amazon Kendra에서 작업을 수신한 현재 Unix 시간 (밀리초) 입니다.

유형: Long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325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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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Arn (p. 775)

그룹에 속한 사용자 또는 하위 그룹 목록이 포함된 S3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 1,800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권한이 부족하여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
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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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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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서비스:Amazon Kendra

활성 인덱스를 검색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면 쿼리를 사용하여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QueryAPI를 사
용하면 패싯 검색을 수행하고 문서 속성을 기반으로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Kendra Kendra가 검색 결과에 문서 액세스 제어를 적용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인덱스에서 텍스트 콘텐츠와 질문 및 답변 (FAQ) 콘텐츠를 검색합니다. 기본적으로 응답에
는 세 가지 유형의 결과가 포함됩니다.

• 관련 구절
• 매칭 FAQ
• 관련 문서

QueryResultTypeFilter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쿼리가 한 가지 유형의 결과만 반환하도록 지정할 수 있
습니다.

각 쿼리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100개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요청 구문

{ 
   "AttributeFilter": {  
      "AndAllFilters": [  
         "AttributeFilter" 
      ], 
      "ContainsAll":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ContainsAny":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EqualsTo":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GreaterThan":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779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StringValue": "string" 
         } 
      }, 
      "GreaterThanOrEquals":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LessThan":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LessThanOrEquals":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NotFilter": "AttributeFilter", 
      "OrAllFilters": [  
         "AttributeFilter" 
      ] 
   }, 
   "DocumentRelevanceOverrideConfigurations": [  
      {  
         "Name": "string", 
         "Relevance": {  
            "Duration": "string", 
            "Freshness": boolean, 
            "Importance": number, 
            "RankOrder": "string", 
            "ValueImportanceMap": {  
               "string" : number 
            } 
         } 
      } 
   ], 
   "Facets": [  
      {  
         "DocumentAttributeKey": "string", 
         "Facets": [  
            "Facet" 
         ], 
         "MaxResults": number
      } 
   ], 
   "IndexId": "string", 
   "PageNumber": number, 
   "PageSize": number, 
   "QueryResultTypeFilter": "string", 
   "QueryText": "string", 
   "RequestedDocumentAttributes": [ "string" ], 
   "SortingConfiguration": {  
      "DocumentAttributeKey":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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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tOrder": "string" 
   }, 
   "SpellCorrectionConfiguration": {  
      "IncludeQuerySpellCheckSuggestions": boolean
   }, 
   "UserContext": {  
      "DataSourceGroups": [  
         {  
            "DataSourceId": "string", 
            "GroupId": "string" 
         } 
      ], 
      "Groups": [ "string" ], 
      "Token": "string", 
      "UserId": "string" 
   }, 
   "Visitor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공유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p. 1087)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AttributeFilter (p. 779)

문서 속성을 기반으로 필터링된 검색을 활성화합니다. 속성 필터는 하나만 제공할 수 있지
만AndAllFiltersNotFilter, 및OrAllFilters 매개 변수에는 다른 필터 목록이 포함됩니다.

AttributeFilter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문서가 쿼리 결과에 포함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터링 규
칙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형: AttributeFilter (p. 87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RelevanceOverrideConfigurations (p. 779)

인덱스 수준에서 설정된 필드 또는 속성의 관련성 조정 구성을 재정의합니다.

이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수준에서 구성된 관련성 조정을 재정의하지만 인덱스 수준에서 구성된 관련
성 조정이 없는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관련성 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덱스 수준에서 관련성 조정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의 관련성 조정을 재정의하
지 않는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인덱스 수준에서 구성된 관련성 조정을 사용합니다.

인덱스 수준에서 필드에 대해 관련성 조정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 API를 사용하여 이러한 필드 중 일부만 
재정의하는 경우 재정의하지 않은 필드의 중요도는 1로 설정됩니다.

유형: DocumentRelevanceConfiguration (p. 937)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5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acets (p. 779)

문서 속성의 배열입니다. Amazon Kendra 지정된 각 속성 키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가 검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유형: Facet (p. 948)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781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IndexId (p. 779)

검색할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식별자는CreateIndex API의 응답에 반환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PageNumber (p. 779)

쿼리 결과는PageSize 파라미터 크기의 페이지로 반환됩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Kendra 결과의 첫 
페이지를 반환합니다.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첫 번째 페이지 이후의 결과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
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ageSize (p. 779)

각 결과 페이지에 반환되는 결과 수를 설정합니다. 기본 페이지 크기는 10입니다. 최대 결과 수는 100개
입니다. 100개 이상의 결과를 요청하면 100개만 반환됩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QueryResultTypeFilter (p. 779)

쿼리 유형을 설정합니다. 지정된 쿼리 유형에 대한 결과만 반환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OCUMENT | QUESTION_ANSWER | ANSWER

Required: No
QueryText (p. 779)

검색을 위한 입력 쿼리 텍스트입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구두점 및 불용어를 제외한 토큰 단어 
30개에서 쿼리를 잘라냅니다. Boolean 또는 고급 복합 쿼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잘림이 계속 적용됩니
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equestedDocumentAttributes (p. 779)

응답에 포함할 문서 속성의 배열입니다. 특정 문서 속성을 포함하도록 응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모든 문서 속성이 응답에 포함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a-zA-Z0-9_][a-zA-Z0-9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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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ortingConfiguration (p. 779)

쿼리 결과가 정렬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가 결과를 정렬할 
필드를 설정하고 결과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 정렬이 일치할 
경우 관련성을 기준으로 결과가 정렬됩니다.

정렬 구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Amazon Kendra Kendra가 결과에 대해 결정한 관련성에 따라 결과가 
정렬됩니다.

유형: SortingConfiguration (p. 104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pellCorrectionConfiguration (p. 779)

쿼리에 제안된 맞춤법 수정을 활성화합니다.

유형: SpellCorrectionConfiguration (p. 105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Context (p. 779)

사용자 컨텍스트 토큰 또는 사용자 및 그룹 정보.

유형: UserContext (p. 106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isitorId (p. 779)

특정 사용자의 식별자를 제공합니다. GUID와 같은 고유VisitorId 식별자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이메
일 주소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VisitorId.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6.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FacetResults": [  
      {  
         "DocumentAttributeKey": "string",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s": [  
            {  
               "Count": number, 
               "DocumentAttribute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FacetResults": [  
                  "FacetResul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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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cumentAttributeValueType": "string" 
      } 
   ], 
   "FeaturedResultsItems": [  
      {  
         "AdditionalAttributes": [  
            {  
               "Key": "string", 
               "Value": {  
                  "TextWithHighlightsValue": {  
                     "Highlights": [  
                        {  
                           "BeginOffset": number, 
                           "EndOffset": number, 
                           "TopAnswer": boolean, 
                           "Type": "string" 
                        } 
                     ], 
                     "Text": "string" 
                  } 
               }, 
               "ValueType": "string" 
            } 
         ], 
         "DocumentAttributes": [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 
         "DocumentExcerpt": {  
            "Highlights": [  
               {  
                  "BeginOffset": number, 
                  "EndOffset": number, 
                  "TopAnswer": boolean, 
                  "Type": "string" 
               } 
            ], 
            "Text": "string" 
         }, 
         "DocumentId": "string", 
         "DocumentTitle": {  
            "Highlights": [  
               {  
                  "BeginOffset": number, 
                  "EndOffset": number, 
                  "TopAnswer": boolean, 
                  "Type": "string" 
               } 
            ], 
            "Text": "string" 
         }, 
         "DocumentURI": "string", 
         "FeedbackToken": "string", 
         "Id": "string", 
         "Type": "string" 
      } 
   ], 
   "QueryId":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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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Items": [  
      {  
         "AdditionalAttributes": [  
            {  
               "Key": "string", 
               "Value": {  
                  "TextWithHighlightsValue": {  
                     "Highlights": [  
                        {  
                           "BeginOffset": number, 
                           "EndOffset": number, 
                           "TopAnswer": boolean, 
                           "Type": "string" 
                        } 
                     ], 
                     "Text": "string" 
                  } 
               }, 
               "ValueType": "string" 
            } 
         ], 
         "DocumentAttributes": [  
            {  
               "Key": "string", 
               "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 
         ], 
         "DocumentExcerpt": {  
            "Highlights": [  
               {  
                  "BeginOffset": number, 
                  "EndOffset": number, 
                  "TopAnswer": boolean, 
                  "Type": "string" 
               } 
            ], 
            "Text": "string" 
         }, 
         "DocumentId": "string", 
         "DocumentTitle": {  
            "Highlights": [  
               {  
                  "BeginOffset": number, 
                  "EndOffset": number, 
                  "TopAnswer": boolean, 
                  "Type": "string" 
               } 
            ], 
            "Text": "string" 
         }, 
         "DocumentURI": "string", 
         "FeedbackToken": "string", 
         "Format": "string", 
         "Id": "string", 
         "ScoreAttributes": {  
            "ScoreConfidence": "string" 
         }, 
         "TableExcerpt": {  
            "Rows": [  
               {  
                  "Ce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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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der": boolean, 
                        "Highlighted": boolean, 
                        "TopAnswer": boolean, 
                        "Value": "string" 
                     } 
                  ] 
               } 
            ], 
            "TotalNumberOfRows": number
         }, 
         "Type": "string" 
      } 
   ], 
   "SpellCorrectedQueries": [  
      {  
         "Corrections": [  
            {  
               "BeginOffset": number, 
               "CorrectedTerm": "string", 
               "EndOffset": number, 
               "Term": "string" 
            } 
         ], 
         "SuggestedQueryText": "string" 
      } 
   ], 
   "TotalNumberOfResults": number, 
   "Warnings": [  
      {  
         "Code": "string", 
         "Messag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acetResults (p. 783)

패싯 결과를 포함합니다. FacetResultA에는Facets 입력 파라미터에 지정된 각 속성 키의 개수가 포
함됩니다.

유형: FacetResult (p. 949) 객체 배열
FeaturedResultsItems (p. 783)

추천 결과 항목 목록입니다. 추천 결과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며 특정 검색어에 대한 다른 모
든 결과 위에 표시됩니다.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
니다.

유형: FeaturedResultsItem (p. 957) 객체 배열
QueryId (p. 783)

검색을 위한 식별자입니다. 피드백 API를 사용할 때 검색을 식별하는QueryId 데 사용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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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a-zA-Z0-9][a-zA-Z0-9-]*
ResultItems (p. 783)

검색의 결과입니다.

유형: QueryResultItem (p. 1003) 객체 배열
SpellCorrectedQueries (p. 783)

쿼리에 제안된 맞춤법 수정과 관련된 정보 목록입니다.

유형: SpellCorrectedQuery (p. 1049) 객체 배열
TotalNumberOfResults (p. 783)

검색으로 찾은 총 항목 수입니다. 그러나 최대 100개의 항목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에서 
192개의 항목을 찾은 경우 처음 100개의 항목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Integer
Warnings (p. 783)

쿼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경고 코드 및 해당 메시지 목록입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현재 쿼리에 사용된 잘못된 구문에 대한 경고인 한 가지 유형의 경고만 지원
합니다. 잘못된 쿼리 구문의 예는 고급 쿼리 구문을 사용한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Warning (p. 1073) 객체 배열

배열 멤버: 고정된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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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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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DataSourceSyncJob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동기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동기화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ResourceInUseException 예외를 반환합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789)

동기화할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89)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ExecutionId":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ExecutionId (p. 789)

특정 동기화 작업을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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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InUse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
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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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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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DataSourceSyncJob
서비스:Amazon Kendra

현재 실행 중인 동기화 작업을 중지합니다. 예약된 동기화 작업은 중지할 수 없습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Index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범용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792)

동기화 작업을 중지할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792)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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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
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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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Feedback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Kendra에 피드백을 제공하여 인덱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SubmitFeedback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ClickFeedbackItems": [  
      {  
         "ClickTime": number, 
         "ResultId": "string" 
      } 
   ], 
   "IndexId": "string", 
   "QueryId": "string", 
   "RelevanceFeedbackItems": [  
      {  
         "RelevanceValue": "string", 
         "ResultId":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매개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매개 변수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lickFeedbackItems (p. 794)

Amazon Kendra 사용자가 특정 검색 결과 링크를 선택했음을 알립니다.

유형: ClickFeedback (p. 889)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794)

쿼리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는 36입니다.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QueryId (p. 794)

피드백을 제출하려는 특정 쿼리의 식별자입니다. 쿼리 ID는Query API에 대한 응답으로 반환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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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ceFeedbackItems (p. 794)

Amazon Kendra Kendra에 특정 품목이 검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있거나 관련이 없는 피
드백을 제공합니다.

유형: RelevanceFeedback (p. 1013)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
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ResourceUnavailable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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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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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Re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지정된 인덱스, FAQ 또는 데이터 소스 리소스에 지정된 태그를 추가합니다. 태그가 이미 있는 경우 기존 값
이 새 값으로 바뀝니다.

요청 구문

{ 
   "ResourceARN": "string",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할 파라미터 (일반 파라미터 (p. 1087)) 를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ResourceARN (p. 797)

태깅할 인덱스, FAQ 또는 데이터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1011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Tags (p. 797)

인덱스, FAQ 또는 데이터 소스에 추가할 태그 키 목록입니다. 태그가 이미 있으면 기존 값새 값으로 대
체됩니다.

유형: Tag (p. 106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200개입니다. 2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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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Unavailable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입력하신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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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gRe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 FAQ 또는 데이터 소스에서 태그를 제거합니다.

요청 구문

{ 
   "ResourceARN": "string", 
   "TagKeys": [ "string"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적인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 (p. 1087) 를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ResourceARN (p. 799)

태그를 제거할 인덱스, FAQ 또는 데이터 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11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TagKeys (p. 799)

인덱스, FAQ 또는 데이터 소스에서 제거할 태그 키의 목록. 리소스에 태그 키가 없으면 무시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0항목 수는.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
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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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Unavailable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없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800

https://docs.aws.amazon.com/goto/aws-cli/kendra-2019-02-03/UntagResource
https://docs.aws.amazon.com/goto/DotNetSDKV3/kendra-2019-02-03/UntagResourc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UntagResourc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UntagResourc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UntagResource
https://docs.aws.amazon.com/goto/AWSJavaScriptSDK/kendra-2019-02-03/UntagResourc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PHPV3/kendra-2019-02-03/UntagResource
https://docs.aws.amazon.com/goto/boto3/kendra-2019-02-03/UntagResourc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UntagResource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UpdateAccessControl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구성을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에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정보
가 포함됩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용
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모든 문서를 다시 색인화하지 않고 생성한 액세스 제어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인에는 
특정 직원이나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일급 기밀 회사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급 비밀' 팀
에 합류한 한 사용자에 대해 일급 기밀 문서에 대한 액세스 '거부' 권한을 가진 팀에서 전환하여 '허용' 액세스 
제어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갑자기 이전 팀으로 돌아가 일급 기밀 문서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면 액세스 제어 구성을 업데이트하여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다시 구성할 수 
있습니다.

BatchPutDocumentAPI를 호출하여 Document 객체에AccessControlConfigurationId 포함된 업데
이트된 액세스 제어 구성을 적용합니다. S3 버킷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소스를 동기화하
여.metadata.json 파일에 적용합니다.AccessControlConfigurationId Amazon Kendra Kendra는 
현재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인덱싱된 S3 데이터 소스 및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구성만 지
원합니다.

요청 구문

{ 
   "AccessControlList": [  
      {  
         "Access": "string", 
         "DataSourceId":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 
   ], 
   "Description": "string", 
   "HierarchicalAccessControlList": [  
      {  
         "PrincipalList": [  
            {  
               "Access": "string", 
               "DataSourceId": "string", 
               "Name": "string", 
               "Type": "string" 
            } 
         ] 
      } 
   ], 
   "Id":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AccessControlList (p. 801)

주도자 (사용자 및/또는 그룹) 와 이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에 대해 업데이트하려는 정보 이는 문서
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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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Principal (p. 1001)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801)

액세스 제어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새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HierarchicalAccessControlList (p. 801)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의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업데이트된 주요 목록 목록입니다.

유형: HierarchicalPrincipal (p. 978)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3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p. 801)

업데이트할 액세스 제어 구성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801)

액세스 제어 구성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801)

액세스 제어 구성의 새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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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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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ata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기존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 커넥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요청 구문

{ 
   "Configuration": {  
      "AlfrescoConfiguration": {  
         "B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Comments": boolean, 
         "CrawlSystemFolders": boolean, 
         "DocumentLibrary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EntityFilter": [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SiteId": "string", 
         "SiteUrl":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iki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BoxConfiguration": {  
         "Com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Comments": boolean, 
         "CrawlTasks": boolean, 
         "CrawlWebLinks": boolean, 
         "EnterpriseId":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l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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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Task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ebLink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ConfluenceConfiguration": {  
         "Attachment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Attachments": boolean
         }, 
         "AuthenticationType": "string", 
         "BlogConfiguration": {  
            "B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PageConfiguration": {  
            "Pag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SecretArn": "string", 
         "ServerUrl": "string", 
         "Space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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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wlArchivedSpaces": boolean, 
            "CrawlPersonalSpaces": boolean, 
            "ExcludeSpaces": [ "string" ], 
            "IncludeSpaces": [ "string" ], 
            "Spac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Version": "string",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DatabaseConfiguration": {  
         "AclConfiguration": {  
            "AllowedGroupsColumnName": "string" 
         }, 
         "ColumnConfiguration": {  
            "ChangeDetectingColumns": [ "string" ], 
            "DocumentDataColumnName": "string", 
            "DocumentIdColumnName": "string", 
            "DocumentTitleColumn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ConnectionConfiguration": {  
            "DatabaseHost": "string", 
            "DatabaseName": "string", 
            "DatabasePort": number, 
            "SecretArn": "string", 
            "TableName": "string" 
         }, 
         "DatabaseEngineType": "string", 
         "SqlConfiguration": {  
            "QueryIdentifiersEnclosingOption": "string"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FsxConfiguration": {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FileSystemId": "string", 
         "FileSystemType": "string",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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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etIds": [ "string" ] 
         } 
      }, 
      "GitHubConfiguration": {  
         "ExclusionFileNamePatterns": [ "string" ], 
         "ExclusionFileTypePatterns": [ "string" ], 
         "ExclusionFolderNamePatterns": [ "string" ], 
         "GitHubCommi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DocumentCrawlProperties": {  
            "CrawlIssue": boolean, 
            "CrawlIssueComment": boolean, 
            "CrawlIssueCommentAttachment": boolean, 
            "CrawlPullRequest": boolean, 
            "CrawlPullRequestComment": boolean, 
            "CrawlPullRequestCommentAttachment": boolean, 
            "CrawlRepositoryDocuments": boolean
         }, 
         "GitHubIssueAttach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IssueCom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IssueDocu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PullRequestCom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PullRequestDocumentAttach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PullRequestDocu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GitHubRepositoryConfigurationFieldMapp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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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FileNamePatterns": [ "string" ], 
         "InclusionFileTypePatterns": [ "string" ], 
         "InclusionFolderNamePatterns": [ "string" ], 
         "OnPremiseConfiguration": {  
            "HostUrl": "string", 
            "OrganizationName":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 
         "RepositoryFilter": [ "string" ], 
         "SaaSConfiguration": {  
            "HostUrl": "string", 
            "OrganizationName": "string" 
         }, 
         "SecretArn": "string", 
         "Type": "string",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GoogleDriveConfiguration": {  
         "ExcludeMimeTypes": [ "string" ], 
         "ExcludeSharedDrives": [ "string" ], 
         "ExcludeUserAccounts": [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SecretArn": "string" 
      }, 
      "Jira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om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Issue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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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FieldName": "string" 
            } 
         ], 
         "IssueSubEntityFilter": [ "string" ], 
         "IssueType": [ "string" ], 
         "JiraAccountUrl": "string", 
         "Project": [ "string" ], 
         "Projec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SecretArn": "string", 
         "Status": [ "string"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WorkLog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OneDriveConfiguration": {  
         "DisableLocalGroups":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OneDriveUsers": {  
            "OneDriveUserList": [ "string" ], 
            "OneDriveUser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 
         "SecretArn": "string", 
         "TenantDomain": "string" 
      }, 
      "QuipConfiguration": {  
         "Attachment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CrawlAttachments": boolean, 
         "CrawlChatRooms": boolean, 
         "CrawlFileComments": boolean, 
         "Domain":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olderId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MessageFieldMapp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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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SecretArn": "string", 
         "Thread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S3Configuration": {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  
            "KeyPath": "string" 
         }, 
         "BucketName": "string",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  
            "S3Prefix": "string" 
         }, 
         "Ex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atterns": [ "string" ], 
         "InclusionPrefixes": [ "string" ] 
      }, 
      "SalesforceConfiguration": {  
         "ChatterFeedConfiguration":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deFilterTypes": [ "string" ] 
         }, 
         "CrawlAttachments": boolean,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  
            "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s": [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Name": "string" 
               } 
            ], 
            "IncludedStates": [ "string" ], 
            "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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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 
         "SecretArn": "string", 
         "ServerUrl": "string", 
         "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 
         "StandardObjectConfigurations": [  
            {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Name": "string" 
            } 
         ] 
      }, 
      "ServiceNowConfiguration": {  
         "AuthenticationType": "string", 
         "HostUrl": "string",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  
            "CrawlAttachments":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FilterQuery": "string",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 
         "SecretArn": "string", 
         "ServiceCatalogConfiguration": {  
            "CrawlAttachments": boolean, 
            "DocumentDataFieldName": "string",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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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 "string" ] 
         }, 
         "ServiceNowBuildVersion": "string" 
      }, 
      "SharePointConfiguration": {  
         "AuthenticationType": "string", 
         "CrawlAttachments": boolean, 
         "DisableLocalGroups": boolean, 
         "DocumentTitleFieldName": "string",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SecretArn": "string", 
         "SharePointVersion": "string", 
         "SslCertificat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Urls": [ "string" ],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SlackConfiguration": {  
         "CrawlBotMessage": boolean, 
         "ExcludeArchived":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LookBackPeriod": number, 
         "PrivateChannelFilter": [ "string" ], 
         "PublicChannelFilter": [ "string" ], 
         "SecretArn": "string", 
         "SinceCrawlDate": "string", 
         "SlackEntityList": [ "string" ], 
         "TeamId": "string", 
         "UseChangeLog": boolean,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TemplateConfiguration": {  
         "Template": JSON value
      }, 
      "WebCrawlerConfig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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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enticationConfiguration": {  
            "BasicAuthentication": [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 
         }, 
         "CrawlDepth": number, 
         "MaxContentSizePerPageInMegaBytes": number, 
         "MaxLinksPerPage": number, 
         "MaxUrlsPerMinuteCrawlRate": number, 
         "ProxyConfiguration": {  
            "Credentials": "string", 
            "Host": "string", 
            "Port": number
         }, 
         "UrlExclusionPatterns": [ "string" ], 
         "UrlInclusionPatterns": [ "string" ], 
         "Urls": {  
            "SeedUrlConfiguration": {  
               "SeedUrls": [ "string" ], 
               "WebCrawlerMode": "string" 
            }, 
            "SiteMapsConfiguration": {  
               "SiteMaps": [ "string" ] 
            } 
         } 
      }, 
      "WorkDocsConfiguration": {  
         "CrawlComments": boolean, 
         "ExclusionPatterns": [ "string" ], 
         "FieldMappings": [  
            {  
               "DataSourceFieldName": "string", 
               "DateFieldFormat": "string", 
               "IndexFieldName": "string" 
            } 
         ], 
         "InclusionPatterns": [ "string" ], 
         "OrganizationId": "string", 
         "UseChangeLog": boolean
      }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  
      "InlineConfigurations": [  
         {  
            "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DocumentContentDeletion": boolean, 
            "Target": {  
               "TargetDocumentAttributeKey": "string", 
               "TargetDocumentAttribute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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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rgetDocumentAttributeValueDeletion": boolean
            } 
         } 
      ],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  
         "Invocation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LambdaArn": "string", 
         "S3Bucket": "string" 
      },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  
         "InvocationCondition": {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string", 
            "ConditionOnValue": {  
               "DateValue": number, 
               "LongValue": number, 
               "StringListValue": [ "string" ], 
               "StringValue": "string" 
            }, 
            "Operator": "string" 
         }, 
         "LambdaArn": "string", 
         "S3Bucket": "string" 
      }, 
      "RoleArn": "string" 
   }, 
   "Description": "string", 
   "Id": "string", 
   "IndexId": "string", 
   "LanguageCode":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chedule": "string", 
   "VpcConfiguration": {  
      "SecurityGroupIds": [ "string" ], 
      "SubnetIds": [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동작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onfiguration (p. 805)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해 업데이트하려는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DataSourceConfiguration (p. 91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805)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해 업데이트하려는 구성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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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문서 메타데이터를 생성, 수정 및 삭제하거나 기타 콘텐츠
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
오.

유형: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0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805)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한 새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p. 805)

업데이트하려는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805)

데이터 소스 커넥터와 함께 사용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고정 길이 2,048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LanguageCode (p. 805)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해 업데이트하려는 언어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원본을 업데이트할 
때 모든 문서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지원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
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제약: 최소 길이 제약 2,048입니다. 최대 길이 2,0입니다.

패턴: [a-zA-Z-]*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p. 805)

데이터 소스 커넥터의 새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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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oleArn (p. 805)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chedule (p. 805)

데이터 소스 커넥터에 대해 업데이트하려는 동기화 일정입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p. 805)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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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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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Experience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업데이트합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onfiguration": {  
      "ContentSourceConfiguration": {  
         "DataSourceIds": [ "string" ], 
         "DirectPutContent": boolean, 
         "FaqIds": [ "string" ] 
      }, 
      "UserIdentityConfiguration": {  
         "IdentityAttributeName": "string" 
      } 
   }, 
   "Description": "string", 
   "Id":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에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onfiguration (p. 819)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해 업데이트하려는 구성 정보.

유형: ExperienceConfiguration (p. 94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819)

Amazon Kendra 경험에 대한 새로운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p. 819)

업데이트하려는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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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Id (p. 819)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한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819)

Amazon Kendra 경험을 위한 새로운 이름.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oleArn (p. 819)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저장하는Query API,QuerySuggestionsSubmitFeedback API, IAM ID 센
터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
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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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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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FeaturedResultsSet
서비스:Amazon Kendra

추천 결과 세트를 업데이트합니다. 기능 결과는 특정 쿼리의 다른 모든 결과 위에 배치됩니다. 특정 쿼리를 
특정 문서에 매핑하여 결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 정확히 일치하는 쿼리가 포함된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요청 구문

{ 
   "Description": "string", 
   "FeaturedDocuments": [  
      {  
         "Id": "string" 
      } 
   ], 
   "FeaturedResultsSetId": "string", 
   "FeaturedResultsSetName": "string", 
   "IndexId": "string", 
   "QueryTexts": [ "string" ], 
   "Status":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수는 범용 파라미터 (p. 1087) 를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escription (p. 822)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새로운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eaturedDocuments (p. 822)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하려는 문서의 문서 ID 목록입니다. 추천 문서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FeaturedResultsSet.

유형: FeaturedDocument (p. 954)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eaturedResultsSetId (p. 822)

업데이트하려는 추천 결과 세트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수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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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ResultsSetName (p. 822)

추천 결과 세트의 새 이름.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 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822)

결과를 표시에 사용하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수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QueryTexts (p. 822)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쿼리 목록입니다. 쿼리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FeaturedResultsSet.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수는 없습니
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p. 822)

상태를 ACTIVE 또는 INACTIV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 값이ACTIVE 이면 추천 결과를 사용할 준비
가 된 것입니다. 상태를 로 설정하기 전에 설정을 구성할 수ACTIVE 있습니다. 추천 결과에 대해 지정하
는 쿼리는 상태가ACTIVE 또는 여부와 관계없이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집합별로 고유해야INACTIVE
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TIVE | INACTIVE

Required: No

응답 구문

{ 
   "FeaturedResultsSet": {  
      "CreationTimestamp": number, 
      "Description": "string", 
      "FeaturedDocuments": [  
         {  
            "Id": "str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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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edResultsSetId": "string", 
      "FeaturedResultsSetName": "string", 
      "LastUpdatedTimestamp": number, 
      "QueryTexts": [ "string" ], 
      "Status": "string"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FeaturedResultsSet (p. 823)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정보. 여기에는 추천 검색결과 집합의 식별자, 추천 검색결과 집합의 활성 또는 
비활성 여부, 추천 검색결과 집합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유형: FeaturedResultsSet (p. 959) 객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FeaturedResultsConflictException

여러 추천 결과 집합에서 사용된 충돌하는 쿼리 목록이 포함된 오류 메시지입니다. 이는 새로운 추천 결
과 세트를 요청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추천 결과에 대해 지정한 쿼리가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집합별로 
고유한지 확인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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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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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Index
서비스:Amazon Kendra

기존 Amazon Kendra 인덱스를 업데이트합니다.

요청 구문

{ 
   "CapacityUnits": {  
      "QueryCapacityUnits": number, 
      "StorageCapacityUnits": number
   }, 
   "Description": "string",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  
      {  
         "Name": "string", 
         "Relevance": {  
            "Duration": "string", 
            "Freshness": boolean, 
            "Importance": number, 
            "RankOrder": "string", 
            "ValueImportanceMap": {  
               "string" : number 
            } 
         }, 
         "Search": {  
            "Displayable": boolean, 
            "Facetable": boolean, 
            "Searchable": boolean, 
            "Sortable": boolean
         }, 
         "Type": "string" 
      } 
   ], 
   "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UserContextPolicy": "string",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  
      "UserGroupResolutionMode": "string" 
   }, 
   "UserTokenConfigurations": [  
      {  
         "JsonTokenTypeConfiguration": {  
            "GroupAttributeField":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string" 
         }, 
         "JwtTokenTypeConfiguration": {  
            "ClaimRegex": "string", 
            "GroupAttributeField": "string", 
            "Issuer": "string", 
            "KeyLocation": "string", 
            "SecretManagerArn": "string", 
            "URL": "string", 
            "UserNameAttributeField": "string" 
         }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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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apacityUnits (p. 826)

인덱스에서 사용해야 하는 추가 문서 스토리지 및 쿼리 용량 단위 수를 설정합니다. 인덱스의 용량을 하
루에 최대 5회까지 변경하거나 API 호출을 5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스토리지 유닛을 사용하는 경우 인덱스의 스토리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용량 이하로 
스토리지 용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유형: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88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826)

인덱스에 대한 새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Updates (p. 826)

인덱스에 대해 업데이트하려는 문서 메타데이터 구성입니다. 문서 메타데이터는 문서와 관련된 필드 또
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각 문서와 관련된 회사 부서 이름.

유형: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p. 936)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5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p. 826)

업데이트할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826)

업데이트할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oleArn (p. 826)

Amazon CloudWatch 로그 및 지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Amazon Kendra Kendra에 부여하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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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ContextPolicy (p. 826)

사용자 컨텍스트 정책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TTRIBUTE_FILTER | USER_TOKEN

Required: No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p. 826)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D 소스에서 그룹 및 사용자의 액세스 수
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구성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유형: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p. 107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TokenConfigurations (p. 826)

사용자 토큰 구성입니다.

유형: UserTokenConfiguration (p. 1072)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대 항목 수는 1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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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
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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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QuerySuggestionsBlockList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에 사용되는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차단 목록에 대한 업데이트는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모든 업데이트를 차단 목록
에 적용하려면 전체 제안 목록을 새로 고쳐야 합니다. 차단 목록과 관련이 없는 기타 변경 사항은 즉시 적용
됩니다.

차단 목록이 업데이트되는 경우 첫 번째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합
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부분 업데이트를 지원하므로 업데이트하려는 필드만 제공하면 됩니다.

UpdateQuerySuggestionsBlockList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Description": "string", 
   "Id":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ourc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escription (p. 830)

차단 목록에 대한 새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p. 830)

업데이트할 차단 목록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830)

차단 목록의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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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830)

차단 목록의 새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oleArn (p. 830)

S3의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입
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ourceS3Path (p. 830)

S3에서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이 있는 S3 경로입니다.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S3의 차단 목록 텍스트 파일에 동일한 경로를 제공하면 Amazon Kendra 
Kendra가 파일을 다시 로드하여 차단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차단 목록을 자
동으로 새로 고침하지 않습니다. 차단 목록을 새로 고치려면UpdateQuerySuggestionsBlockList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차단 목록을 업데이트하면 Amazon Kendra 모든 쿼리 제안을 S3 파일의 최신 콘텐츠로 비동기적으로 
새로 고칩니다. 즉,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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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에 입력한 후 다시 시도
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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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QuerySuggestionsConfig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대한 쿼리 제안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부분 업데이트를 지원하므로 업데이트하려는 필드만 제공하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현재 처리 중인 경우 (예: '진행 중'), 다른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전에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검색어 제안 설정에 대한 업데이트는 즉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설정이 적용되는 데 걸리
는 시간은 업데이트된 내용과 색인의 검색 쿼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든지 추천 검색어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UpdateQuerySuggestionsConfig현재AWS GovCloud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청 구문

{ 
   "IncludeQueriesWithoutUserInformation": boolean, 
   "IndexId": "string", 
   "MinimumNumberOfQueryingUsers": number, 
   "MinimumQueryCount": number, 
   "Mode": "string", 
   "QueryLogLookBackWindowInDays": number
}

요청 파라미터

모든 동작에 공통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나와 (p. 1087) 있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ncludeQueriesWithoutUserInformation (p. 833)

TRUE사용자 정보가 없는 쿼리 (즉, 사용자와 관계없이 모든 쿼리) 를 포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FALSE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쿼리만 포함합니다.

쿼리와 함께 사용자 정보를 Amazon Kendra Kendra에 전달하는 경우 이 플래그를 설정하고 Amazon 
Kendra Kendra에FALSE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쿼리만 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로FALSE 설정하면 Amazon KendraMinimumNumberOfQueryingUsers 고유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
소MinimumQueryCount 2회 검색된 쿼리만 추천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로TRUE 설정하면 Amazon Kendra 모든 사용자 정보를 무시하고 모든 쿼리에서 학습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Id (p. 833)

업데이트하려는 쿼리 제안이 있는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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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여부: 예
MinimumNumberOfQueryingUsers (p. 833)

쿼리를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려면 쿼리를 검색해야 하는 최소 고유 사용자 수입니다.

이 숫자를 늘리면 추천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많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검색하고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인기 검색어가 됩니다.

이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inimumQueryCount (p. 833)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려면 검색어를 검색해야 하는 최소 횟수입니다.

이 숫자를 줄이면 제안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검색어가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것으로 간
주되는 검색어에 대한 기준을 낮게 설정하므로 추천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ode (p. 833)

모드를ENABLED 또는 로 설정합니다LEARN_ONLY.

기본적으로 Amazon Kendra 쿼리 제안을 활성화합니다. LEARN_ONLY모드에서는 검색어 제안을 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LEARN_ONLY모드에서 Amazon Kendra 새로운 쿼리를 통해 계속 학습하여 ENABLED 모드로 다시 전환
할 준비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제안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ENABLED | LEARN_ONLY

Required: No
QueryLogLookBackWindowInDays (p. 833)

쿼리 로그 타임윈도우에서 쿼리가 얼마나 최근 상태인지

시간 창은 오늘부터 지난 날까지의 일 수입니다.

Amazon Kendra 기본적으로 이 값을 180으로 설정합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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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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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Thesaurus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의 사전을 업데이트합니다.

요청 구문

{ 
   "Description": "string", 
   "Id": "string", 
   "IndexId": "string", 
   "Name": "string", 
   "RoleArn": "string", 
   "SourceS3Path": {  
      "Bucket": "string", 
      "Key": "string"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적인 파라미터에 대한 공통 파라미터에 대한 공통 파라미터에 대한 공통 파라미터
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escription (p. 836)

사새 설명새 설명새 설명새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p. 836)

업데이트할 사전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Id (p. 836)

사전의 인덱스 인덱스의 인덱스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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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p. 836)

사새 새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oleArn (p. 836)

Amazon Kendra Kendra에 부여하는 IAMSourceS3Path 역할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ourceS3Path (p. 836)

Amazon S3 버킷에서 특정 파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액세스 권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
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시도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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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Amazon Kendra에 Amazon Kendra에 Amazon Kendra Kendra에 입력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
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다음 작업이 지원됩니다.

• CreateRescoreExecutionPlan (p. 839)
• DeleteRescoreExecutionPlan (p. 843)
• DescribeRescoreExecutionPlan (p. 845)
• ListRescoreExecutionPlans (p. 848)
• ListTagsForResource (p. 851)
• Rescore (p. 853)
• TagResource (p. 856)
• UntagResource (p. 858)
• UpdateRescoreExecutionPlan (p.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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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RescoreExecutionPlan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리스코어 실행 계획을 생성합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이 검색 서비스 결과의 점수를 다
시 매기거나 순위를 다시 매기는 데 필요한 용량 단위 수를 설정합니다.

Python 및 Java SDK 사용을 비롯한CreateRescoreExecutionPlan API 사용 예제는 검색 서비스 결과의 
의미론적 순위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요청 구문

{ 
   "CapacityUnits": {  
      "RescoreCapacityUnits": number
   }, 
   "ClientToken": "string", 
   "Description": "string", 
   "Name": "string",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apacityUnits (p. 839)

Rescore 실행 계획의 요구 사항에 맞게 추가 용량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용량 단
위가 제공됩니다. 기본 용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추가 용량 단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기본 용량 및 추가 
용량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량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107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lientToken (p. 839)

재채점 실행 계획 생성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제공하는 토큰입니다. 동일한 클라이언트 토큰으
로CreateRescoreExecutionPlanRequest API를 여러 번 호출하면 재스코어 실행 계획이 하나만 
생성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64입니다.

패턴: ^$|[\x00-\x7F]+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839)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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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p. 839)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Tags (p. 839)

Res에 대한 실행 계획을 식별하거나 분류하는 키-값 페어의 목록입니다. 또한 태그를 사용하여 re에 대
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 키 및 값은 숫자, 공백 및 공백 및 _.:/= + - @) 등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유형: Tag (p. 1085)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2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Arn": "string", 
   "Id": "string"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Arn (p. 840)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Id (p. 840)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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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a-zA-Z0-9][a-zA-Z0-9-]*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
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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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RescoreExecutionPlan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리스코어 실행 계획을 삭제합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843)

삭제하려는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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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입력한 에 충족
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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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RescoreExecutionPlan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분석기 실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가져옵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요청 구문

{ 
   "Id":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범용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
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Id (p. 845)

정보를 확인하려는 분석기 실행 계획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quired: Yes

응답 구문

{ 
   "Arn": "string", 
   "CapacityUnits": {  
      "RescoreCapacityUnits": number
   }, 
   "CreatedAt": number, 
   "Description": "string", 
   "ErrorMessage": "string", 
   "Id": "string", 
   "Name": "string",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Arn (p. 845)

분석기 실행 계획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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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 2,0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CapacityUnits (p. 845)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 설정된 용량 단위입니다. 용량이 0이면 리스코어 실행 계획이 기본 용량을 사용하
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 용량 및 추가 용량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량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1079) 객체
CreatedAt (p. 845)

분석기 실행 계획이 생성된 시기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Description (p. 845)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ErrorMessage (p. 845)

Status필드 값이FAILED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에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Id (p. 845)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Name (p. 845)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Status (p. 845)

분석기 실행 계획의 현재 상태입니다. 값이ACTIVE 이면 재스코어 실행 계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tus필드 값이FAILED 인 경우ErrorMessage 필드에 이유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UPDATING | ACTIVE | DELETING |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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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At (p. 845)

분석기 실행 계획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기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의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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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RescoreExecutionPlans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리스코어 실행 계획을 나열합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요청 구문

{ 
   "MaxResults": number, 
   "NextToke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MaxResults (p. 848)

반환될 최대 재스코어 실행 계획을 반환합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extToken (p. 848)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은 응답에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이 페이
징 토큰을 사용하여 다음 rescore 실행 계획 세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구문

{ 
   "NextToken": "string", 
   "SummaryItems": [  
      {  
         "CreatedAt": number, 
         "Id": "string", 
         "Name": "string", 
         "Status": "string", 
         "UpdatedAt": number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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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NextToken (p. 848)

응답이 잘린 경우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은 응답에 페이지 매김 토큰을 반환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800입니다.

패턴: ^\P{C}*$
SummaryItems (p. 848)

하나 이상의 재채점 실행 계획에 대한 요약 정보 배열입니다.

유형: RescoreExecutionPlanSummary (p. 1082) 객체 배열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지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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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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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TagsForRe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지정된 리소스와 연결된 태그 목록을 가져옵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 관련 태그를 가질 수 있는 리소스의 
예입니다.

요청 구문

{ 
   "ResourceARN":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동작의 공통적인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ResourceARN (p. 851)

태그 목록을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111111111111111111111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구문

{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Tags (p. 851)

리스코어 실행 계획과 연결된 태그 목록입니다.

유형: Tag (p. 1085)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0개나 되는 항목 수는 200개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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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Unavailable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리소스 정보를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
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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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ore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OpenSearch (자체 관리) 와 같은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 결과를 복원하거나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의 시맨틱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 서비스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요청 구문

{ 
   "Documents": [  
      {  
         "Body": "string", 
         "GroupId": "string", 
         "Id": "string", 
         "OriginalScore": number, 
         "Title": "string", 
         "TokenizedBody": [ "string" ], 
         "TokenizedTitle": [ "string" ] 
      } 
   ], 
   "RescoreExecutionPlanId": "string", 
   "SearchQuery":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 (p. 1087) 를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Documents (p. 853)

점수를 다시 매기거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의 문서 목록입니다.

유형: Document (p. 108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RescoreExecutionPlanId (p. 853)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식별자입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36자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SearchQuery (p. 853)

검색 서비스의 입력 쿼리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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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구문

{ 
   "RescoreId": "string", 
   "ResultItems": [  
      {  
         "DocumentId": "string", 
         "Score": number
      } 
   ]
}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서비스에 의해 JSON 형식으로 반환됩니다.

RescoreId (p. 854)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이 결과에 제공하는 점수와 관련된 식별자입니다. Amazon Kendra 인
텔리전트 랭킹은 검색 서비스의 결과를 복원하거나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36자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ResultItems (p. 854)

관련성 점수가 새로 추가된 문서의 결과 항목 목록입니다. 결과는 내림차순으로 표시됩니다.

유형: RescoreResultItem (p. 108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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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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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Re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지정된 rescore 실행 계획에 지정된 태그를 추가합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태그가 이미 있는 경우 기존 값이 새 값으로 대체
됩니다.

요청 구문

{ 
   "ResourceARN": "string", 
   "Tags": [  
      {  
         "Key": "string", 
         "Value": "string" 
      }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를 (p. 1087)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ResourceARN (p. 856)

태깅에 충족되지 않는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11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Tags (p. 856)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 추가할 태그 키 목록입니다. 태그가 이미 있으면 기존 값이 새 값으로 대체됩니다.

유형: Tag (p. 1085)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
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856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Unavailable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리소스 정보를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
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에 입력
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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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gResource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서 태그를 제거합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작업을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
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요청 구문

{ 
   "ResourceARN": "string", 
   "TagKeys": [ "string" ]
}

요청 파라미터
모든 동작의 공통 파라미터 (일반 파라미터 (p. 1087)) 를 참조하십시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ResourceARN (p. 858)

태그 제거를 수임할 수 있는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011.

필수 항목 여부: 예
TagKeys (p. 858)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서 제거할 태그 키의 목록입니다. 리소스에 태그 키가 없는 경우 해당 태그는 무시
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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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Unavailable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리소스 정보를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
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입력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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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RescoreExecutionPlan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리스코어 실행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에 필요한 용량 단위 수를 업데이
트하여 검색 서비스 결과의 점수를 조정하거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구문

{ 
   "CapacityUnits": {  
      "RescoreCapacityUnits": number
   }, 
   "Description": "string", 
   "Id": "string", 
   "Name": "string"
}

요청 파라미터
모든 작업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용 파라미터에 (p. 1087)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청은 JSON 형식의 다음 데이터를 받습니다.

CapacityUnits (p. 860)

Rescore 실행 계획의 요구 사항에 맞게 추가 용량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용량 단
위가 제공됩니다. 기본 용량을 사용하려는 경우 추가 용량 단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기본 용량 및 추가 
용량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량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107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p. 860)

재스코어 실행 계획에 대한 새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p. 860)

업데이트하려는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Name (p. 860)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새 이름.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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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응답 요소

작업이 성공하면 서비스가 비어있는 HTTP 본문과 함께 HTTP 200 응답을 다시 전송합니다.

오류

모든 작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일반적인 오류 (p. 1085).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한 정책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ConflictException

요청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Server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부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분 정도 기
다린 후 다시 시도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HTTP 상태 코드: 500
ResourceNotFoundException

사용하려는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리소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QuotaExceededException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할당량을 참조
하거나 지원팀에 문의하여 한도 증가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HTTP 상태 코드: 400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요청 수를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xception

입력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서비스에서 설정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입력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하세요

HTTP 상태 코드: 400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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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ommand Line Interface
• AWS SDK for .NET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SDK를 위한 JavaScript
• AWS SDK for PHP V3
• AWS SDK for Python
• AWS SDK for Ruby V3

데이터 유형
다음 데이터 유형이 Amazon Kendra.

• AccessControlConfigurationSummary (p. 869)
•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p. 870)
• AclConfiguration (p. 871)
• AdditionalResultAttribute (p. 872)
• AdditionalResultAttributeValue (p. 873)
• AlfrescoConfiguration (p. 874)
• AttributeFilter (p. 877)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879)
• Basic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880)
• BatchDeleteDocumentResponseFailedDocument (p. 881)
• BatchDeleteFeaturedResultsSetError (p. 882)
• BatchGetDocumentStatusResponseError (p. 883)
• BatchPutDocumentResponseFailedDocument (p. 884)
• BoxConfiguration (p. 885)
•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888)
• ClickFeedback (p. 889)
• ColumnConfiguration (p. 890)
• ConflictingItem (p. 892)
• ConfluenceAttachmentConfiguration (p. 893)
• ConfluenceAttachmentToIndexFieldMapping (p. 894)
• ConfluenceBlogConfiguration (p. 895)
• ConfluenceBlogToIndexFieldMapping (p. 896)
• ConfluenceConfiguration (p. 897)
• ConfluencePageConfiguration (p. 900)
• ConfluencePageToIndexFieldMapping (p. 901)
• ConfluenceSpaceConfiguration (p. 902)
• ConfluenceSpaceToIndexFieldMapping (p. 904)
• ConnectionConfiguration (p. 905)
• ContentSourceConfiguration (p. 907)
• Correction (p. 908)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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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Configuration (p. 911)
• DataSourceConfiguration (p. 913)
• DataSourceGroup (p. 916)
• DataSourceSummary (p. 917)
• DataSourceSyncJob (p. 919)
• DataSourceSyncJobMetrics (p. 921)
• 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p. 923)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 Document (p. 926)
• DocumentAttribute (p. 928)
• DocumentAttributeCondition (p. 929)
• DocumentAttributeTarget (p. 931)
• DocumentAttributeValue (p. 933)
•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 (p. 934)
• DocumentInfo (p. 935)
•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p. 936)
• DocumentRelevanceConfiguration (p. 937)
•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p. 938)
• EntityConfiguration (p. 939)
• EntityDisplayData (p. 940)
• EntityPersonaConfiguration (p. 942)
• ExperienceConfiguration (p. 943)
• ExperienceEndpoint (p. 944)
• ExperienceEntitiesSummary (p. 945)
• ExperiencesSummary (p. 946)
• Facet (p. 948)
• FacetResult (p. 949)
• FailedEntity (p. 950)
• FaqStatistics (p. 951)
• FaqSummary (p. 952)
• FeaturedDocument (p. 954)
• FeaturedDocumentMissing (p. 955)
• FeaturedDocumentWithMetadata (p. 956)
• FeaturedResultsItem (p. 957)
• FeaturedResultsSet (p. 959)
• FeaturedResultsSetSummary (p. 961)
• FsxConfiguration (p. 963)
• GitHubConfiguration (p. 965)
• GitHubDocumentCrawlProperties (p. 970)
• GoogleDriveConfiguration (p. 972)
• GroupMembers (p. 974)
• GroupOrderingIdSummary (p. 975)
• GroupSummary (p. 977)
• HierarchicalPrincipal (p. 978)
• Highlight (p.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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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kConfiguration (p. 980)
• IndexConfigurationSummary (p. 982)
• IndexStatistics (p. 984)
• Inline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85)
• JiraConfiguration (p. 986)
• JsonTokenTypeConfiguration (p. 990)
• JwtTokenTypeConfiguration (p. 991)
• MemberGroup (p. 993)
• MemberUser (p. 994)
• OneDriveConfiguration (p. 995)
• OneDriveUsers (p. 997)
• OnPremiseConfiguration (p. 998)
• PersonasSummary (p. 999)
• Principal (p. 1001)
• ProxyConfiguration (p. 1002)
• QueryResultItem (p. 1003)
• QuerySuggestionsBlockListSummary (p. 1006)
• QuipConfiguration (p. 1008)
• Relevance (p. 1011)
• RelevanceFeedback (p. 1013)
• S3DataSourceConfiguration (p. 1014)
• S3Path (p. 1016)
• SaaSConfiguration (p. 1017)
• 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p. 1018)
• SalesforceConfiguration (p. 1020)
• Salesforce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1022)
• Salesforce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1024)
• Salesforce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1025)
• Salesforce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p. 1026)
• 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p. 1027)
• ScoreAttributes (p. 1029)
• Search (p. 1030)
• SeedUrlConfiguration (p. 1031)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1032)
• ServiceNowConfiguration (p. 1033)
• ServiceNow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1035)
• ServiceNowServiceCatalogConfiguration (p. 1037)
• SharePointConfiguration (p. 1039)
• SiteMapsConfiguration (p. 1043)
• SlackConfiguration (p. 1044)
• SortingConfiguration (p. 1047)
• SpellCorrectedQuery (p. 1049)
• SpellCorrectionConfiguration (p. 1050)
• SqlConfiguration (p. 1051)
• Status (p. 1052)
• Suggestion (p.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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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gestionHighlight (p. 1054)
• SuggestionTextWithHighlights (p. 1055)
• SuggestionValue (p. 1056)
• TableCell (p. 1057)
• TableExcerpt (p. 1058)
• TableRow (p. 1059)
• Tag (p. 1060)
• TemplateConfiguration (p. 1061)
• TextDocumentStatistics (p. 1062)
• TextWithHighlights (p. 1063)
• ThesaurusSummary (p. 1064)
• TimeRange (p. 1066)
• Urls (p. 1067)
• UserContext (p. 1068)
•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p. 1070)
• UserIdentityConfiguration (p. 1071)
• UserTokenConfiguration (p. 1072)
• Warning (p. 1073)
• WebCrawlerConfiguration (p. 1074)
• WorkDocsConfiguration (p. 1077)

다음은 워킹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1079)
• Document (p. 1080)
• RescoreExecutionPlanSummary (p. 1082)
• RescoreResultItem (p. 1084)
• Tag (p. 1085)

Amazon Kendra
다음 데이터 유형이 다음 데이터 Amazon Kendra 지원됩니다.

• AccessControlConfigurationSummary (p. 869)
•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p. 870)
• AclConfiguration (p. 871)
• AdditionalResultAttribute (p. 872)
• AdditionalResultAttributeValue (p. 873)
• AlfrescoConfiguration (p. 874)
• AttributeFilter (p. 877)
•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879)
• Basic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880)
• BatchDeleteDocumentResponseFailedDocument (p. 881)
• BatchDeleteFeaturedResultsSetError (p. 882)
• BatchGetDocumentStatusResponseError (p. 883)
• BatchPutDocumentResponseFailedDocument (p.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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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Configuration (p. 885)
•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888)
• ClickFeedback (p. 889)
• ColumnConfiguration (p. 890)
• ConflictingItem (p. 892)
• ConfluenceAttachmentConfiguration (p. 893)
• ConfluenceAttachmentToIndexFieldMapping (p. 894)
• ConfluenceBlogConfiguration (p. 895)
• ConfluenceBlogToIndexFieldMapping (p. 896)
• ConfluenceConfiguration (p. 897)
• ConfluencePageConfiguration (p. 900)
• ConfluencePageToIndexFieldMapping (p. 901)
• ConfluenceSpaceConfiguration (p. 902)
• ConfluenceSpaceToIndexFieldMapping (p. 904)
• ConnectionConfiguration (p. 905)
• ContentSourceConfiguration (p. 907)
• Correction (p. 908)
• 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09)
• DatabaseConfiguration (p. 911)
• DataSourceConfiguration (p. 913)
• DataSourceGroup (p. 916)
• DataSourceSummary (p. 917)
• DataSourceSyncJob (p. 919)
• DataSourceSyncJobMetrics (p. 921)
• 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p. 923)
•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 Document (p. 926)
• DocumentAttribute (p. 928)
• DocumentAttributeCondition (p. 929)
• DocumentAttributeTarget (p. 931)
• DocumentAttributeValue (p. 933)
•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 (p. 934)
• DocumentInfo (p. 935)
•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p. 936)
• DocumentRelevanceConfiguration (p. 937)
•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p. 938)
• EntityConfiguration (p. 939)
• EntityDisplayData (p. 940)
• EntityPersonaConfiguration (p. 942)
• ExperienceConfiguration (p. 943)
• ExperienceEndpoint (p. 944)
• ExperienceEntitiesSummary (p. 945)
• ExperiencesSummary (p. 946)
• Facet (p. 948)
• FacetResult (p.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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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edEntity (p. 950)
• FaqStatistics (p. 951)
• FaqSummary (p. 952)
• FeaturedDocument (p. 954)
• FeaturedDocumentMissing (p. 955)
• FeaturedDocumentWithMetadata (p. 956)
• FeaturedResultsItem (p. 957)
• FeaturedResultsSet (p. 959)
• FeaturedResultsSetSummary (p. 961)
• FsxConfiguration (p. 963)
• GitHubConfiguration (p. 965)
• GitHubDocumentCrawlProperties (p. 970)
• GoogleDriveConfiguration (p. 972)
• GroupMembers (p. 974)
• GroupOrderingIdSummary (p. 975)
• GroupSummary (p. 977)
• HierarchicalPrincipal (p. 978)
• Highlight (p. 979)
• HookConfiguration (p. 980)
• IndexConfigurationSummary (p. 982)
• IndexStatistics (p. 984)
• Inline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85)
• JiraConfiguration (p. 986)
• JsonTokenTypeConfiguration (p. 990)
• JwtTokenTypeConfiguration (p. 991)
• MemberGroup (p. 993)
• MemberUser (p. 994)
• OneDriveConfiguration (p. 995)
• OneDriveUsers (p. 997)
• OnPremiseConfiguration (p. 998)
• PersonasSummary (p. 999)
• Principal (p. 1001)
• ProxyConfiguration (p. 1002)
• QueryResultItem (p. 1003)
• QuerySuggestionsBlockListSummary (p. 1006)
• QuipConfiguration (p. 1008)
• Relevance (p. 1011)
• RelevanceFeedback (p. 1013)
• S3DataSourceConfiguration (p. 1014)
• S3Path (p. 1016)
• SaaSConfiguration (p. 1017)
• 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p. 1018)
• SalesforceConfiguration (p. 1020)
• Salesforce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1022)
• Salesforce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1024)
• Salesforce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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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sforce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p. 1026)
• 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p. 1027)
• ScoreAttributes (p. 1029)
• Search (p. 1030)
• SeedUrlConfiguration (p. 1031)
•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p. 1032)
• ServiceNowConfiguration (p. 1033)
• ServiceNow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1035)
• ServiceNowServiceCatalogConfiguration (p. 1037)
• SharePointConfiguration (p. 1039)
• SiteMapsConfiguration (p. 1043)
• SlackConfiguration (p. 1044)
• SortingConfiguration (p. 1047)
• SpellCorrectedQuery (p. 1049)
• SpellCorrectionConfiguration (p. 1050)
• SqlConfiguration (p. 1051)
• Status (p. 1052)
• Suggestion (p. 1053)
• SuggestionHighlight (p. 1054)
• SuggestionTextWithHighlights (p. 1055)
• SuggestionValue (p. 1056)
• TableCell (p. 1057)
• TableExcerpt (p. 1058)
• TableRow (p. 1059)
• Tag (p. 1060)
• TemplateConfiguration (p. 1061)
• TextDocumentStatistics (p. 1062)
• TextWithHighlights (p. 1063)
• ThesaurusSummary (p. 1064)
• TimeRange (p. 1066)
• Urls (p. 1067)
• UserContext (p. 1068)
• 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p. 1070)
• UserIdentityConfiguration (p. 1071)
• UserTokenConfiguration (p. 1072)
• Warning (p. 1073)
• WebCrawlerConfiguration (p. 1074)
• WorkDocsConfiguration (p.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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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ControlConfiguration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에서 문서에 대해 생성한 액세스 제어 구성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목차

Id

액세스 제어 구성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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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 대한 액세스 제어 목록 파일 파일 형식은 S3 데이터 원본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
하십시오.

목차

KeyPath

ACL 파일이 포함된 Amazon S3 버킷의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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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s3-acl.html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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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그룹별로 쿼리 응답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llowedGroupsColumnName

사용자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쿼리 응답을 필터링하는 그룹의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이 문서
는Query APIUserContext 필드에 지정된 그룹 중 하나에 속한 사용자에게만 반환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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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Acl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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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ResultAttribute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 쿼리에서 반환된 속성입니다.

목차

Key

속성을 식별하는 키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Value

속성 값을 포함하는 객체입니다.

유형: AdditionalResultAttributeValue (p. 87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ValueType

Value속성의 대한 성의.

유형: String

유효한 값: TEXT_WITH_HIGHLIGHTS_VALUE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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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AdditionalResult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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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AdditionalResult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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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ResultAttributeValue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에서 문서와 함께 반환된 속성입니다.

목차

TextWithHighlightsValue

속성과 연관된 텍스트 및 텍스트에 적용할 강조 표시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형: TextWithHighlights (p. 106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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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AdditionalResultAttribut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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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AdditionalResultAttribut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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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resco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lfresco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Note

Alfresco 데이터 소스 커넥터는 현재 미리 보기 모드에 있습니다. 기본 인증은 현재 지원됩니다. 프
로덕션 환경에서 Alfresco 커넥터를 사용하려면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목차

Blog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Aldex필드 이름에 Aldex필
드 이름에 AldexFeldMapeldMapeldMapeldMapeldMapeldMapeldMapel 사용자 지정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Up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ldexCriv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
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Maximum number of 100 item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Comments

TRUE블로그 및 기타 콘텐츠의 댓글을 색인화할 수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SystemFolders

TRUE공유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Library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Aldex필드 이름에 Up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에 매핑하기 전
에UpdateIndex Up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ldexCriv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
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Maximum number of 100 item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tityFilter

문서 라이브러리, Wiki 또는 블로그를 인덱싱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Maximum number of 3 items.

유효한 값: wiki | blog | document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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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No
ExclusionPatterns

Alresco 데이터 소스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표현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Maximum number of 100 items.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Maximum length of 15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Alresco 데이터 소스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표현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
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Maximum number of 100 items.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Maximum length of 15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Alresco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 이름 - Alfresco 계정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 비밀번호—Alfresco 계정의 비밀번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Maximum length of 1284.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iteId

알프레스코 사이트의 식별자. 예: 내 사이트.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입니다.

Pattern: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SiteUrl

알프레스코 사이트의 URL입니다. 예: https://hostname:8080.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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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https:\/\/[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SslCertificateS3Path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SSL 인증서 경입니다. 보안 SSL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Alfresco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OneSSL을 사용하여 모든 컴퓨터에서 자체 서명된 X509 인증서를 생성하면 OpenSSL을 사용하여 
X509 인증서를 만드는 예제는 X509 인증서 만들기 및 서명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VpcConfiguration

실프레스코에 연결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Cloud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Wiki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Up매핑하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
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Up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면. AldexCriv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Maximum number of 100 item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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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Filter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를 기반으로 쿼리 결과를 필터링합니다.

AndAllFilters또는OrAllFilters,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속성 필터 아래에 두 개의 레이어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dAllFilters>

1. <OrAllFilters>
2. <EqualsTo>

레이어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깊이는 2보다 클AttributeFilter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
께ValidationException 예외가 표시됩니다.

지정된 목록에서AndAllFilters 또는OrAllFilters 에 대해 10개 이상의 속성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길
이는 10을AttributeFilter 초과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ValidationException

목차

AndAllFilters

제공된 모든 필터에 대해 논리적AND 연산을 수행합니다.

유형: AttributeFilter (p. 877)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ntainsAll

문서에 지정된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가 모두 포함된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이 필터
는StringListValue 메타데이터에만 적용됩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ntainsAny

문서에 지정된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가 포함된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이 필터
는StringListValue 메타데이터에만 적용됩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qualsTo

두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에 대해 equals 작업을 수행합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eaterThan

두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에 대해 보다 큰 작업을 수행합니다. Date또는 유형의 문서 속성과 
함께 사용합니다Long.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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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eaterThanOrEquals

두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에 대해 크거나 같음 연산을 수행합니다. Date또는 유형의 문서 속성
과 함께 사용합니다Long.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essThan

두 개의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에 대해 보다 작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Date또는 유형의 문서 
속성과 함께 사용합니다Long.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essThanOrEquals

두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에 대해 작음 또는 같음 연산을 수행합니다. Date또는 유형의 문서 
속성과 함께 사용합니다Long.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otFilter

제공된 모든 필터에 대해 논리적NOT 연산을 수행합니다.

유형: AttributeFilter (p. 87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rAllFilters

제공된 모든 필터에 대해 논리적OR 연산을 수행합니다.

유형: AttributeFilter (p. 877)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878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AttributeFilter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AttributeFilter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AttributeFilter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AttributeFilter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Authentication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웹 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BasicAuthentication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 호스트에 연결하고 크롤링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의 목록
입니다.

웹 사이트 호스트의 이름과 포트 번호가 목록에 포함됩니다.

유형: Basic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880)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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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Authentication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기본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웹 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redentials

AWS Secrets Manager에서 생성할 수 있는 보안 암호 ARN입니다.

웹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기본 인증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보안 암호를 사용합니다. 보안 암호는 사용
자 이름과 암호의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값은 1284자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Host

인증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연결하려는 웹 사이트 호스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https://a.example.com/page1.html의 호스트 이름은 'a.example.com'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53입니다.

패턴: ([^\s]*)

필수 항목 여부: 예
Port

인증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연결하려는 웹 사이트 호스트의 포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https://a.example.com/page1.html의 포트는 HTTPS의 표준 포트인 443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65535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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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DeleteDocumentResponseFailedDocument
서비스:Amazon Kendra

BatchDeleteDocumentAPI를 통해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ErrorCode

문서를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오류 코드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InternalError | InvalidRequest

Required: No
ErrorMessage

문서를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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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DeleteFeaturedResultsSetError
서비스:Amazon Kendra

BatchDeleteFeaturedResultsSetAPI로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추천 결과 집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ErrorCode

추천 결과 세트를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오류 코드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InternalError | InvalidRequest

필수 항목 여부: 예
ErrorMessage

추천 결과 세트를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예
Id

색인에서 제거할 수 없는 추천 결과 집합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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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GetDocumentStatusResponseError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상태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응답을 제공합니다.

목차

DocumentId

상태를 검색할 수 없는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rrorCode

오류 소스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InternalError | InvalidRequest

Required: No
ErrorMessage

API가 문서 상태를 가져올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요청이 유효하지 않거나 시스템 오류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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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PutDocumentResponseFailedDocument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화할 수 없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ErrorCode

문서를 인덱싱하지 못하게 만든 오류 유형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InternalError | InvalidRequest

Required: No
ErrorMessage

문서를 인덱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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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Box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omment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Box 설명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Box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
조하세요. Box 필드 이름이 Box 데이터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Comments

TRUE댓글을 색인화하려면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Tasks

TRUE작업 내용을 인덱싱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WebLinks

TRUE웹 링크를 인덱싱하기.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terpriseId

Box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의 식별자. Box 개발자 콘솔 설정에서 또는 Box에서 앱을 만들고 인증 자격 증
명을 다운로드할 때 엔터프라이즈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1234567을 예로 들 수 있습니
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64입니다.

패턴: ^[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ExclusionPatterns

Box 플랫폼에서 특정 파일 및 폴더를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및 
폴더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나 폴더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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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le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Box 파일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Box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
조하세요. Box 필드 이름이 Box 데이터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Box 플랫폼의 특정 파일 및 폴더를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및 
폴더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 및 폴더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나 
폴더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Box 플랫폼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
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클라이언트ID - Box에서 만든 클라이언트 OAuth 2.0 인증 애플리케이션의 식별자입니다.
• 클라이언트 비밀—Box에서 만든 OAuth 2.0 인증 애플리케이션에만 알려진 문자 집합입니다.
• publicKeyId—ID 인증서에 포함된 퍼블릭 키의 식별자입니다.
• privateKey 키—암호화 키를 구성하는 문자 집합입니다.
• 패스프레이즈—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자 집합입니다.

Box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여 암호에 필요한 키 또는 자격 증명을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ox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Task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Box 작업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Box 필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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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
조하세요. Box 필드 이름이 Box 데이터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ChangeLog

TRUESlack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서를 결정하려면 Slack 변경 로그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소스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가 모든 문서를 스캔하는 것보다 변
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 Kendra가 모든 문서를 스캔하는 것보
다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가 모든 문서를 스캔하는 것보다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가 모든 문서를 스캔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Amazon VPC이 Box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WebLink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Box 웹 링크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Box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
조하세요. Box 필드 이름이 Box 데이터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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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Units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Enterprise Edition 인덱스에 대해 구성된 추가 용량 단위를 지정합니다. 사용 요구 사항에 맞게 용량 단위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목차

QueryCapacityUnits

인덱스 및 용량에 대한 추가 쿼리 GetQuerySuggestions용량입니다.

인덱스에 대한 단일 추가 용량 단위는 초당 쿼리 0.1개 또는 하루 쿼리 8,000개가량 제공합니다. 최대 
100개의 추가 용량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GetQuerySuggestions 용량은 인덱스에 대해 프로비저닝된 쿼리 용량의 5배 또는 기본 용
량인 초당 2.5회 호출 중 더 큰 값입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의 기본 용량은 초당 쿼리 0.1개이고
GetQuerySuggestions의 기본 용량은 초당 호출 2.5건입니다. 인덱스에 대해 초당 쿼리 총 0.2개에 
초당 쿼리 0.1개를 추가하면 GetQuerySuggestions 용량은 초당 호출 2.5건(초당 쿼리 0.2개의 5배 
이상)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0.

필수 항목 여부: 예
StorageCapacityUnits

인덱스에 대한 추가 스토리지 용량입니다. 단일 용량 단위는 30GB의 스토리지 공간 또는 100,000개의 
문서 중 먼저 도달하는 용량을 제공합니다. 최대 100개의 추가 용량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0.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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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Feedback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가 특정 결과를 클릭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SubmitFeedback API를 사
용하여 클릭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lickTime

결과를 클릭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예
ResultId

클릭한 검색 결과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63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889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ClickFeedback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ClickFeedback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ClickFeedback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ClickFeedback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Column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가 인덱스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hangeDetectingColumns

데이터베이스의 문서가 변경되었을 때를 나타내는 1~5개의 열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5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DataColumnName

문서의 내용이 들어 있는 열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IdColumnName

문서의 식별자를 제공하는 열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TitleColumnName

문서의 제목이 들어 있는 열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데이터베이스 열 이름을 인덱스의 해당 필드에 매핑하는 객체의 배열입니다. 먼저UpdateIndex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에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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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891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Column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Column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Column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Column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ConflictingItem
서비스:Amazon Kendra

여러 추천 결과 집합에서 사용된 충돌하는 쿼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추천 결과 세트를 만들 때는 쿼리가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세트별로 고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QueryText

충돌하는 쿼리의 텍스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tId

충돌하는 쿼리가 속한 추천 결과 집합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tName

충돌하는 쿼리가 속한 추천 결과 집합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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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Attachment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결 설정의 구성입니다. 첨부 파일 설정은 선택 사항입니다. 설정 첨부 파일
을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Kendra에서 해당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지 않습니다.

목차

Attachment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Confluence 연결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
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Confluen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이 AttachentFieldMapping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형: ConfluenceAttachmentToIndexFieldMapping (p. 89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1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Attachments

Confluence에서 페이지와 블로그의 연결을 인덱싱하려면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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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AttachmentToIndexFieldMapping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Confluence 연결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
드를 생성하려면 Confluen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
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
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목차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의 필드 이름입니다.

먼저 UpdateIndex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 필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UTHOR | CONTENT_TYPE | CREATED_DATE | DISPLAY_URL | FILE_SIZE | 
ITEM_TYPE | PARENT_ID | SPACE_KEY | SPACE_NAME | URL | VERSION

Required: No
DateFieldFormat

데이터 원본의 날짜 필드 형식입니다. 에 지정된 필드가 날짜 DataSourceFieldName 필드인 경우 날
짜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닌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4. 최대 길이 40자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FieldName

Confluence 데이터 원본 필드에 매핑할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필드 유형은 합류 필드 유형
과 일치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30자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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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Blog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블로그 설정의 구성입니다. ConfluenceConfiguration 객체의
ExclusionPatterns 또는 InclusionPatterns 필드로 인덱스에서 필터링되지 않는 한 블로그는 항상 
인덱싱됩니다.

목차

Blog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Confluence 블로그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
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Confluen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이 BlogFieldMapping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형: ConfluenceBlogToIndexFieldMapping (p. 896)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9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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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BlogToIndexFieldMapping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Confluence 블로그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Confluen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목차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의 필드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UTHOR | DISPLAY_URL | ITEM_TYPE | LABELS | PUBLISH_DATE | 
SPACE_KEY | SPACE_NAME | URL | VERSION

Required: No
DateFieldFormat

데이터 원본의 날짜 필드 형식입니다. 에 지정된 필드가 날짜 DataSourceFieldName 필드인 경우 날
짜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닌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40자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FieldName

Confluence 데이터 원본 필드에 매핑할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필드 유형은 합류 필드 유형
과 일치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0자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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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Confluenc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ttachmentConfiguration

Confluence 블로그 및 페이지에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ConfluenceAttachmentConfiguration (p. 89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AuthenticationType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기본 인증을 사용하여 Confluence에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Confluence에 연결할 것인지 여부. Confluence 서버용 개인 액세스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HTTP_BASIC | PAT

Required: No
BlogConfiguration

Confluence 블로그 인덱싱을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ConfluenceBlogConfiguration (p. 89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Patterns

Confluence에서 특정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공백 또는 연결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
과 일치하는 콘텐츠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콘
텐츠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콘텐츠는 인덱스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자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Confluence에서 특정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공백 또는 연결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
턴과 일치하는 콘텐츠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콘텐츠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콘텐츠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콘텐츠는 인덱스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자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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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Configuration

Confluence 페이지를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ConfluencePageConfiguration (p. 90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roxyConfiguration

웹 프록시를 통해 Confluence URL 인스턴스에 연결할 구성 정보입니다. Confluence 서버에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ttps://a.example.com/page1.html 호
스트 이름은 'a.example.com'이고 포트는 HTTPS의 표준 포트인 443입니다.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기본 인증이 필요한 웹 프록시 서버에 연결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을 저장하려면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
를 사용합니다.

웹 프록시를 구성할 때는 최상의 보안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스로틀 설정, 로깅 및 모
니터링 설정, 정기적인 보안 패치 적용이 포함됩니다. 웹 프록시를 여러 데이터 소스와 함께 사용하는 경
우 동시에 발생하는 동기화 작업으로 인해 프록시의 부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로드 요구 사항
에 대비하여 프록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ProxyConfiguration (p. 1002)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Confluence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포함하는 AWS Secrets Manager 보
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Confluence Cloud를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API 토큰을 암
호로 사용합니다.

개인 액세스 토큰의 형태로 인증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Confluence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4자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erverUrl

Confluence 인스턴스의 URL입니다. 서버의 전체 URL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https://
server.example.com:port/입니다. IP 주소 (예: https://192.168.1.113/)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예
SpaceConfiguration

Confluence 공간을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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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onfluenceSpaceConfiguration (p. 902)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ersion

연결할 Confluence 설치의 버전 또는 유형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LOUD | SERVER

필수 항목 여부: 예
VpcConfiguration

Confluence에 연결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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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Pag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Confluence 데이터 소스에 대한 페이지 설정의 구성입니다.

목차

Page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Confluence 페이지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
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Confluen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이 PageFieldMapping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형: ConfluencePageToIndexFieldMapping (p. 901)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2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900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field-mapping.html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ConfluencePag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ConfluencePag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ConfluencePag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ConfluencePage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ConfluencePageToIndexFieldMapping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Confluence 페이지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Confluen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목차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의 필드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UTHOR | CONTENT_STATUS | CREATED_DATE | DISPLAY_URL | ITEM_TYPE | 
LABELS | MODIFIED_DATE | PARENT_ID | SPACE_KEY | SPACE_NAME | URL | VERSION

Required: No
DateFieldFormat

데이터 원본의 날짜 필드 형식입니다. 에 지정된 필드가 날짜 DataSourceFieldName 필드인 경우 날
짜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닌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4. 최대 길이 40.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FieldName

Confluence 데이터 원본 필드에 매핑할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필드 유형은 합류 필드 유형
과 일치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30.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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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Spac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Confluence 공간을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목차

CrawlArchivedSpaces

아카이브된 공간을 인덱싱하려면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PersonalSpaces

개인 공간을 인덱싱하려면 TRUE입니다. 개인 공간의 항목에 제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인
덱싱되는 경우 사용자 컨텍스트 정보가 없는 쿼리는 결과에서 개인 공간에서 제한된 항목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deSpaces

Confluence 공간의 공간 키 리스트입니다. 키를 포함하면 스페이스의 블로그, 문서 및 첨부 파일이 인덱
싱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ExcludeSpaces 및 IncludeSpaces 리스트에 모두 있으면 해당 공간이 제
외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55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deSpaces

Confluence 공간에 대한 공간 키 리스트입니다. 키를 포함하면 스페이스의 블로그, 문서 및 첨부 파일
이 인덱싱됩니다. 목록에 없는 공간은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데이터 소스가 동기화될 때 Amazon Kendra가 오류를 기록합니다. 공간이 IncludeSpaces 및
ExcludeSpaces 리스트에 모두 있으면 해당 공간이 제외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55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pace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Confluence 공간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
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Confluen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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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이 SpaceFieldMappings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필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형: ConfluenceSpaceToIndexFieldMapping (p. 90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4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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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uenceSpaceToIndexFieldMapping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Confluence 공간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
드를 생성하려면 Confluen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
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Confluen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Confluence 사용자 지정 메
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목차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의 필드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ISPLAY_URL | ITEM_TYPE | SPACE_KEY | URL

Required: No
DateFieldFormat

데이터 원본의 날짜 필드 형식입니다. 에 지정된 필드가 날짜 DataSourceFieldName 필드인 경우 날
짜 형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가 날짜 필드가 아닌 경우 예외가 발생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4입니다. 최대 길이는 40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FieldName

Confluence 데이터 원본 필드에 매핑할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인덱스 필드 유형은 합류 필드 유형
과 일치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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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atabaseHost

데이터베이스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문자열(host.subdomain.domain.tld)이거나 IPv4 또는 IPv6 주소일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53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DatabaseName

문서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atabasePort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에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65535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SecretArn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자격 증명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격 증명은 사용자/
암호 페어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AWS Secrets 
Manager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값은 1284자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TableName

문서 데이터가 포함된 테이블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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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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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ourc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를 통해 직접 인덱싱된 데이터 소스, FAQ 및 콘텐츠 등 콘텐츠 소스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BatchPutDocument.

목차

DataSourceIds

Amazon Kendra 경험에 사용하려는 데이터 소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를.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irectPutContent

TRUEBatchPutDocumentAPI를 사용하여 직접 인덱싱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aqIds

Amazon Kendra 경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FAQ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를.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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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
서비스:Amazon Kendra

쿼리에서 철자가 틀린 단어를 수정했습니다.

목차

BeginOffset

응답 문자열이나 텍스트에서 수정된 단어가 시작되는 0부터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rrectedTerm

쿼리에서 철자가 틀린 단어를 수정한 문자열이나 텍스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dOffset

응답 문자열이나 텍스트에서 수정된 단어가 끝나는 위치의 0부터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erm

쿼리에서 철자가 틀린 단어의 문자열 또는 텍스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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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목차

InlineConfigurations

문서를 Amazon Kendra로 수집할 때 문서 속성이나 메타데이터 필드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Inline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p. 985)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개개개100개개개개개개개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메타데이터 및 텍스트가 추출된 구조화된 문서에서 AWS Lambda의 Lambda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구
성 정보입니다.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생성,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한 
고급 로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고급 데이터 조작을 참조하세요.

유형: HookConfiguration (p. 98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메타데이터와 텍스트를 추출하기 전에 원본 또는 원시 문서에서 AWS Lambda의 Lambda 함수를 호출
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생성, 수정 또는 삭
제하기 위한 고급 로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고급 데이터 조작을 참조하세
요.

유형: HookConfiguration (p. 98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oleArn

문서 수집 프로세스 중에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해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 및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을 실행할 수 있
는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
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25개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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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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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clConfiguration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열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형: AclConfiguration (p. 87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lumnConfiguration

인덱스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서 정보를 가져와야 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형: ColumnConfiguration (p. 89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Connection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ConnectionConfiguration (p. 90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DatabaseEngineType

데이터베이스를 실행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유형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RDS_AURORA_MYSQL | RDS_AURORA_POSTGRESQL | RDS_MYSQL | 
RDS_POSTGRESQL

필수 항목 여부: 예
SqlConfiguration

Amazon Kendra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원본을 쿼리할 때 SQL 식별자 주위에 따옴표를 사용하는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SqlConfiguration (p. 105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Amazon VPC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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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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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lfrescoConfiguration

Alfcoc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AlfrescoConfiguration (p. 874)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BoxConfiguration

Boxv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BoxConfiguration (p. 88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nfluenceConfiguration

Confluenc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ConfluenceConfiguration (p. 89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atabaseConfiguration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DatabaseConfiguration (p. 91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sxConfiguration

Amazon FSxxxxx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FsxConfiguration (p. 96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Configuration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GitHub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GitHubConfiguration (p. 96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oogleDriveConfiguration

Google 드라이브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GoogleDriveConfiguration (p. 972)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JiraConfiguration

Jirarav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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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JiraConfiguration (p. 98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neDriveConfiguration

OneDrive Microsoftorc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OneDriveConfiguration (p. 99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QuipConfiguration

Quip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QuipConfiguration (p. 100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3Configuration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S3DataSourceConfiguration (p. 1014)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alesforceConfiguration

Salesforc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SalesforceConfiguration (p. 102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rviceNowConfiguration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ServiceNow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ServiceNowConfiguration (p. 103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harePointConfiguration

SharePoint Microsoftorc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SharePointConfiguration (p. 103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lackConfiguration

Sales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SlackConfiguration (p. 1044)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emplateConfiguration

구성 정보에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기 위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유형: TemplateConfiguration (p. 106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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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CrawlerConfiguration

Amazon Kendra 웹 크롤러에 필요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WebCrawlerConfiguration (p. 1074)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WorkDocsConfiguration

WorkDocs Amazonales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WorkDocsConfiguration (p. 107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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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Group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위한 데이터 소스 정보입니다.

목차

DataSourceId

데이터 원본 그룹 목록에 추가하려는 데이터 원본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이는 해당 데이터 소스의 문서
에 대한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GroupId

그룹 (Add group)] 에서 추가할 그룹 식별자입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
색 결과를 필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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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Kendr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목차

CreatedAt

데이터 소스 커넥터가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데이터 원본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anguageCode

언어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원본의 모든 문서에 지원되는 언어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가 지원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2자입니다. 최대 길이는 10자입니다.

패턴: [a-zA-Z-]*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데이터 원본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이면 데이터ACTIVE 원본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DELETING | FAILED | UPDATING | ACTIVE

Required: No

917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in-adding-languages.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in-adding-languages.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Type

데이터 소스의 유형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S3 | SHAREPOINT | DATABASE | SALESFORCE | ONEDRIVE | SERVICENOW | 
CUSTOM | CONFLUENCE | GOOGLEDRIVE | WEBCRAWLER | WORKDOCS | FSX | SLACK | 
BOX | QUIP | JIRA | GITHUB | ALFRESCO | TEMPLATE

Required: No
UpdatedAt

데이터 소스 연결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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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SyncJob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 동기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ataSourceErrorCode

동기화가 실패한 이유가 기본 데이터 원본의 오류 때문인 경우 이 필드에는 오류를 식별하는 코드가 포
함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dTime

동기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rrorCode

Status필드가 로FAILED 설정된 경우ErrorCode 필드에는 동기화가 실패한 이유가 표시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InternalError | InvalidRequest

Required: No
ErrorMessage

Status필드가 로 설정된ERROR 경우ErrorMessage 필드에 동기화 실패를 일으킨 오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ecutionId

동기화 작업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etrics

문서 일괄 삭제 요청을 특정 데이터 소스 동기화 작업에 매핑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며 데이터 소스 커
넥터에서 문서를 삭제하는 경우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SyncJobMetrics (p. 921)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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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rtTime

동기화 작업이 시작된 시점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동기화 작업의 실행 상태입니다. Status필드가 로SUCCEEDED 설정되면 동기화 작업이 완료됩니다. 상
태 코드가 로FAILED 설정된 경우ErrorCode 및ErrorMessage 필드에 실패 이유가 표시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FAILED | SUCCEEDED | SYNCING | INCOMPLETE | STOPPING | ABORTED | 
SYNCING_INDEXING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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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SyncJobMetrics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일괄 삭제 요청을 특정 데이터 소스 동기화 작업에 매핑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며 데이터 소스 커넥터
에서 문서를 삭제하는 경우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목차

DocumentsAdded

데이터 소스 동기화에서 현재까지 데이터 소스에서 추가된 문서 수입니다.

유형: String

패턴: (([1-9][0-9]*)|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sDeleted

데이터 소스 동기화 실행에서 현재까지 데이터 소스에서 삭제된 문서 수입니다.

유형: String

패턴: (([1-9][0-9]*)|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sFailed

데이터 소스 동기화 실행에서 현재까지 데이터 소스에서 동기화에 실패한 문서 수입니다.

유형: String

패턴: (([1-9][0-9]*)|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sModified

데이터 소스 동기화 실행에서 현재까지 데이터 소스에서 수정된 문서 수입니다.

유형: String

패턴: (([1-9][0-9]*)|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sScanned

데이터 원본의 현재 동기화 작업에 의해 크롤링된 현재 문서 수입니다.

유형: String

패턴: (([1-9][0-9]*)|0)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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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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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SyncJobMetricTarget
서비스:Amazon Kendra

특정 데이터 소스 동기화 작업을 특정 데이터 소스에 매핑합니다.

목차

DataSourceId

동기화 작업을 실행하는 데이터 원본의 ID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ataSourceSyncJobId

데이터 원본에서 실행 중인 동기화 작업의 ID입니다.

동기화 작업의 ID가 제공되지 않고 동기화 작업이 실행 중인 경우 이 동기화 작업의 ID가 사용되고 이 동
기화 작업에 대한 메트릭이 생성됩니다.

동기화 작업의 ID가 제공되지 않고 실행 중인 동기화 작업이 없는 경우 메트릭이 생성되지 않으며 동기
화 작업 메트릭을 포함하지 않고 인덱스 수준에서 문서가 인덱싱/삭제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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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 원본의 열 또는 특성을 인덱스 필드로 매핑합니다. 먼저UpdateIndex API를 사용하여 인덱스에 필
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목차

DataSourceFieldName

데이터 원본에 있는 열 또는 특성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ateFieldFormat

열 또는 특성에 저장된 데이터의 형식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4입니다. 최대 길이는 40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dexFieldName

인덱스에 있는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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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Vpc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VPC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SecurityGroupIds

Amazon VPC 내의 보안 그룹 식별자 목록입니다. 보안 그룹은 Amazon Kendra가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0-9a-zA-Z]+

필수 항목 여부: 예
SubnetIds

Amazon VPC 내의 서브넷 식별자 목록입니다. 서브넷은 VPC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NAT 디
바이스를 통해 외부 인터넷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6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0-9a-zA-Z]+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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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에 있는 문서.

목차

AccessControlConfigurationId

문서에 적용할 액세스 대상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AccessControlList

주도자 (사용자 및/또는 그룹) 와 이들이 액세스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
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유형: Principal (p. 1001)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Attributes

문서에 적용할 사용자 지정 특성. 사용자 지정 특성을 사용하여 검색을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
을 구체화하기 위한 패싯을 제공하고, 쿼리 응답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DataSourceIdDataSourceSyncJobId '및 ''는 데이터 소스에서 실행 중인 문서의 동기화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지정 특성입니다. Amazon Kendra Kendra는 실행 중인 동기화 작업의 ID를 
사용하므로DataSourceSyncJobId ''은 선택적 사용자 지정 속성일 수 있습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Blob

이 문서의 내용입니다.

Blob매개 세트에 적용할 문서는 base64로 인코딩되어야 합니다. AWSSDK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 API를 호출하는 경우 코드에서 문서 파일 바이트를 인코딩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REST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 엔드포인트를 직접 호출하는 경우 전송하기 전에 콘텐츠를 base64로 인코딩
해야 합니다.

유형: Base64로 인코딩된 이진 데이터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ntentType

Blob필드에 있는 문서의 파일 유형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PDF | HTML | MS_WORD | PLAIN_TEXT | PPT | RTF | XML | XSLT | 
MS_EXCEL | CSV | JSON | MD

Requi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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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calAccessControlList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의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주요 목록 목록입니다.

유형: HierarchicalPrincipal (p. 978)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30개3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색인에 있는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참고, 각 문서 ID는 색인별로 고유해야 합니다. 고유한 ID로 문서를 인덱싱하는 데이터 소스를 만든 다
음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동일한 문서를 인덱싱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다. 데이터 원본을 삭제한 다음BatchPutDocument API를 사용하여 동일한 문서를 인덱싱하거나 그 반
대로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S3Path

Amazon S3 버킷에서 특정 파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itle

문서의 제입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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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tribute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의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입니다. 사용자 지정 문서 특성을 만들려면 사
용자 지정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목차

Key

속성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a-zA-Z0-9_][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Value

속성의 값입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Value (p. 93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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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tributeCondi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대상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에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 명령
을 DocumentAttributeTarget 사용하여 조건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Department'라는 대상 필드를 생성하고 'Source_URI' 필드의 정보를 기반으로 문서와 연결된 부
서 이름을 미리 채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Source_URI' 필드의 URI 값에 'financial'이 포함된 경우 대상 필드
인 'Department'를 문서의 대상 값 'Finance'로 미리 채우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Amazon Kendra는 아직 인덱스 필드로 생성되지 않은 대상 필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 필드를 만든 
후 DocumentAttributeTarget을 사용하여 문서 메타데이터 필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mazon 
Kendra가 새로 생성된 메타데이터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합니다.

목차

ConditionDocumentAttributeKey

조건에 사용된 문서 속성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source_URI'는 문서와 연결된 소스 URI를 포함하는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의 식별자일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는 현재 조건에 사용되는 속성 키로 _document_body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a-zA-Z0-9_][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ConditionOnValue

연산자가 사용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Source_URI' 필드의 문자열에 대해 'financial' 값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Value (p. 93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perator

조건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 '포함(Contains)'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부분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GreaterThan | GreaterThanOrEquals | LessThan | LessThanOrEquals 
| Equals | NotEquals | Contains | NotContains | Exists | NotExists | 
BeginsWith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929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API_DocumentAttributeTarget.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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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tributeTarget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변경하려는 대상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입니다.

예를 들어, 'Customer_ID'라는 문서 메타데이터 필드에 저장된 문서와 연결된 고객 식별 번호를 삭제할 수 있
습니다. 대상 키는 'Customer_ID'로 설정하고, 삭제 플래그는 TRUE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Customer_ID' 필
드의 모든 고객 ID 값이 제거됩니다. 또한 각 문서의 메타데이터에서 개인 식별 정보가 삭제됩니다.

Amazon Kendra는 아직 인덱스 필드로 생성되지 않은 대상 필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 필드를 만든 
후 DocumentAttributeTarget을 사용하여 문서 메타데이터 필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mazon 
Kendra가 새로 생성된 메타데이터 필드를 인덱스 필드에 매핑합니다.

와 함께 사용할 수도 DocumentAttributeCondition있습니다.

목차

TargetDocumentAttributeKey

대상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Department'는 문서와 연결된 부서 이름을 포함시키는 대상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의 식
별자일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a-zA-Z0-9_][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argetDocumentAttributeValue

대상 속성에 대해 생성하려는 대상 값입니다.

예를 들어, 'Finance'는 대상 속성 키 'Department'의 대상 값일 수 있습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Value (p. 93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argetDocumentAttributeValueDeletion

지정된 대상 속성 키의 기존 대상 값을 삭제하려면 TRUE입니다. 대상 값을 생성하고 이를 TRUE로 설정
할 수 없습니다. 대상 값(TargetDocumentAttributeValue)을 생성하려면 이를 FALSE로 설정합니
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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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ttributeValue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속성의 값입니다. 문서 속성에 대해 하나의 값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차

DateValue

ISO 8601 문자열로 표현된 날짜입니다.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에 표준 시간대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12-03-25T12:30:10+01:00은 중부 유럽 시간으로 2012년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10초에 대한 ISO 
8601 날짜/시간 형식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ongValue

정수(long) 값입니다.

유형: Long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ringListValue

문자열 목록입니다. 문자열의 기본 최대 길이 또는 수는 10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ringValue

'department'와 같은 문자열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933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DocumentAttributeValu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DocumentAttributeValu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DocumentAttributeValu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DocumentAttributeValue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
서비스:Amazon Kendra

패싯 검색을 수행할 때 특정 속성과 일치하는 문서 수를 제공합니다.

목차

Count

응답에 포함된 문서 중 키에 대한 속성 값이 있는 문서 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AttributeValue

속성의 값입니다. 예: “HR”.

유형: DocumentAttributeValue (p. 93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acetResults

중첩된 패싯인 문서 속성의 결과를 포함합니다. FacetResultA에는 면 내에 중첩된 각 면의 개수가 포
함됩니다.

예를 들어, 문서 속성 또는 패싯 “부서”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값이 포함됩니다. 또한 문서 속성 또는 
패싯SubDepartment "“에는 “엔지니어링”에 지정된 문서의 “프런트엔드” 및 “백엔드” 값이 포함됩니다. 
검색 결과에 중첩된 패싯을 표시하여 부서별뿐만 아니라 부서 내의 하위 부서에서도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 대해 “엔지니어링” 내의 “프런트엔드” 및 “백엔드”에 속한 문서의 개수가 반환됩니다.

유형: FacetResult (p. 949)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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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DocumentInfo
서비스:Amazon Kendra

상태 정보를 검색할 문서를 식별합니다.

목차

Attributes

검사할 문서의 특정 버전을 식별하는 속성입니다.

유일한 유효 속자입니다.
• 버전
• 데이터 소스 ID
• jobExecutionId

속스의 규칙을 따릅니다.
• dataSourceId함께jobExecutionId 사용해야 합니다.
• version제공되지 않으면dataSourceId 무시됩니다.jobExecutionId
• dataSourceId및jobExecutionId 가 제공되었으나version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버전 기본값은 

“0"입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Id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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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DocumentInfo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DocumentInfo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DocumentInfo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DocumentInfo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관련성 조정 및 검색 가능성과 같은 인덱스 필드의 속성을 지정합니다.

목차

Name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Relevance

필드가 검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조정 파라미터를 제공합니다.

유형: Relevance (p. 101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arch

검색 중에 필드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Search (p. 103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ype

인덱스 필드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STRING_VALUE | STRING_LIST_VALUE | LONG_VALUE | DATE_VALUE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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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DocumentMetadata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DocumentRelevanc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 정의 인덱스 필드의 문서 관련성 속성을 재정의합니다.

목차

Name

인덱스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Relevance

검색에서 필드의 관련성을 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쿼리에 필드와 일치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러한 조정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응답에서 결과가 부스트됩니다.

유형: Relevance (p. 101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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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DocumentRelevanc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DocumentRelevanc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DocumentRelevanc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DocumentRelevance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액세스 제어 정보, 원본 URI, 문서 작성자, 사용자 정의 특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문서 메타데이터 파
일입니다. 각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단일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목차

S3Prefix

AWS S3 버킷에서 메타데이터 구성 파일을 필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접두사입니다. S3 버킷에는 여러 메
타데이터 파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타데이터 파일만 포함하려면 S3Prefix를 사용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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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Entity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IAM ID 센터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
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EntityId

IAM ID 센터 ID 소스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ID는 이메일일 수 있습
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473입니다.

패턴: ^([0-9a-f]{10}-|)[A-Fa-f0-9]{8}-[A-Fa-f0-9]{4}-[A-Fa-f0-9]{4}-[A-Fa-
f0-9]{4}-[A-Fa-f0-9]{12}$

필수 항목 여부: 예
EntityType

a를 구성할지User 또는 a를 구성할지를 지정합니다Group.

유형: String

유효한 값: USER | GROUP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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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Entity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Entity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Entity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Entity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EntityDisplayData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의 이름.

목차

FirstName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oupName

그룹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entifiedUserName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astName

사용자의 성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S\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Name

사용자의 이름.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S\s]*$

940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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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EntityDisplayData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EntityDisplayData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EntityDisplayData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EntityDisplayData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EntityPersona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는, IAM 자격 증명 소스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 
환경에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각 사용자 또는 그룹 권한이 정의됩니다.

목차

EntityId

IAM ID 센터 ID 소스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ID는 이메일일 수 있습
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47자입니다.

패턴: ^([0-9a-f]{10}-|)[A-Fa-f0-9]{8}-[A-Fa-f0-9]{4}-[A-Fa-f0-9]{4}-[A-Fa-
f0-9]{4}-[A-Fa-f0-9]{12}$

필수 항목 여부: 예
Persona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의 특정 권한을 정의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사용 가능
한 페르소나 또는 액세스 역할은Owner 및 입니다Viewer. 이러한 페르소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OWNER | VIEWER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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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deploying-search-experience-no-code.html#access-search-experience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deploying-search-experience-no-code.html#access-search-experienc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EntityPerson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EntityPerson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EntityPersona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EntityPersona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Experienc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경험을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소스 ID 및/또는 FAQ ID와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 정보가 포함됩니다.

목차

ContentSourceConfiguration

데이터 소스 및 FAQ의 식별자 또는BatchPutDocument API를 통해 인덱싱된 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경험에 사용하려는 콘텐츠입니다.

유형: ContentSourceConfiguration (p. 90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IdentityConfiguration

이메일과 같은 사용자 식별자가 포함된 IAM Identity Center 필드 이름입니다.

유형: UserIdentityConfiguration (p. 107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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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Experienc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Experienc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Experienc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Experience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ExperienceEndpoint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의 엔드포인트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Endpoint

Amazon Kendra 경험의 엔드포인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dpointType

Amazon Kendra 경험을 위한 엔드포인트 유형. 현재 사용 가능한 유형은HOME Amazon Kendra 경험의 
홈 페이지에 대한 고유하고 완전히 호스팅된 URL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HOME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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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ExperienceEndpoi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ExperienceEndpoi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ExperienceEndpoin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ExperienceEndpoint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ExperienceEntities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IAM 자격 증명 센터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 
정보를 위한 요약 정보입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목차

DisplayData

사용자 엔티티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용자 엔티티에 대한

유형: EntityDisplayData (p. 94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tityId

IAM ID 센터 ID 소스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ID는 이메일일 수 있습
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최대 최대 길이는 최대 길이는 최대 길이는 최대 길이는

패턴: ^([0-9a-f]{10}-|)[A-Fa-f0-9]{8}-[A-Fa-f0-9]{4}-[A-Fa-f0-9]{4}-[A-Fa-
f0-9]{4}-[A-Fa-f0-9]{12}$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tityType

유형을User 또는 로 표시합니다Group.

유형: String

유효한 값: USER | GROU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945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deploying-search-experience-no-code.html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ExperienceEntitiesSummary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ExperienceEntitiesSummary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ExperienceEntitiesSummary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ExperienceEntitiesSummary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Experiences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경험을 위한 요약 정보.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
오.

목차

CreatedAt

Amazon Kendra 경험이 생성되었을 때의 유닉스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dpoints

Amazon Kendra 환경을 위한 엔드포인트 URL입니다. URL은 고유하며 에서 완전히 호스팅됩니다AWS.

유형: ExperienceEndpoint (p. 94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Amazon Kendra 경험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Amazon Kendra 체험의 이름.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Amazon Kendra 경험의 처리 상태.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ACTIVE | DELETING | FAILED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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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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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t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속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문서 속성을 패싯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속성 또는 패싯 “부서”에는 “HR”, “엔지니어링” 및 “회계” 값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값을 검색 
결과에 표시하여 부서별로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 대해 패싯당 최대 10개의 패싯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늘리려면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목차

DocumentAttributeKey

문서 속성의 고유 키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a-zA-Z0-9_][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acets

패싯 내에 중첩된 패싯인 문서 속성의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 속성 또는 패싯 “부서”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값이 포함됩니다. 또한 문서 속성 또는 
패싯SubDepartment "“에는 “엔지니어링”에 지정된 문서의 “프런트엔드” 및 “백엔드” 값이 포함됩니다. 
검색 결과에 중첩된 패싯을 표시하여 부서별뿐만 아니라 부서 내의 하위 부서에서도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검색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습니다.

면 하나에 중첩된 면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늘리려면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유형: Facet (p. 948)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axResults

패싯당 최대 패싯 값 수입니다. 기본값은 10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면 값 수를 10개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 값을 늘리려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 5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948

http://aws.amazon.com/contact-us/
http://aws.amazon.com/contact-us/
http://aws.amazon.com/contact-u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Face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Face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Face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Facet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FacetResult
서비스:Amazon Kendra

응답에 있는 문서의 패싯 값입니다.

목차

DocumentAttributeKey

패싯 값의 키입니다. 이는 쿼리에DocumentAttributeKey 제공된 것과 동일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a-zA-Z0-9_][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s

키/값 쌍의 배열입니다. 여기서 키는 속성 값이고 개수는 키 값을 공유하는 문서 수입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ValueCountPair (p. 934)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AttributeValueType

패싯 값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는 인덱스 필드를 만들 때 인덱스 필드에 정의된 유형과 동일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STRING_VALUE | STRING_LIST_VALUE | LONG_VALUE | DATE_VALUE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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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edEntity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환경에서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IAM ID 센터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정
보입니다.

목차

EntityId

IAM ID 센터 ID 소스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ID는 이메일일 수 있습
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47입니다.

패턴: ^([0-9a-f]{10}-|)[A-Fa-f0-9]{8}-[A-Fa-f0-9]{4}-[A-Fa-f0-9]{4}-[A-Fa-
f0-9]{4}-[A-Fa-f0-9]{12}$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rrorMessage

IAM ID 센터 자격 증명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이 Amazon Kendra 환경에서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이
유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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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tatistics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에 포함된 FAQ 질문 및 답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IndexedQuestionAnswersCount

색인에 포함된 FAQ 질문 및 답변의 총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0.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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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에 대한 요약 정보가 색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CreatedAt

FAQ가 생성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leFormat

FAQ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 형식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SV | CSV_WITH_HEADER | JSON

Required: No
Id

FAQ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anguageCode

언어의 코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FAQ 문서에 지원되는 언어가 FAQ 요약 정보의 일부로 표시됩니다. 기
본적으로 영어가 지원됩니다. 코드를 비롯한 지원되는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문서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2입니다. 최대 길이 10입니다.

패턴: [a-zA-Z-]*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FAQ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FAQ에 할당한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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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FAQ의 현재 상태입니다. 상태가 되면, 이면, 하면, 이면ACTIVE,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
면, 이면,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UPDATING | ACTIVE | DELETING | FAILED

Required: No
UpdatedAt

FAQ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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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Document
서비스:Amazon Kendra

추천 문서. 이 문서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며 특정 쿼리의 다른 모든 결과 위에 표시됩니다. 검색
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으면 해당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목차

Id

검색 결과에 표시할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Query API를 사용하여 결과 항목에 포함된 문서 ID로 특정 문
서를 검색하거나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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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DocumentMissing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ID가 존재하지 않지만 추천 문서로 지정했습니다. Amazon Kendra 문서가 인덱스에 존재하지 않는 경
우 해당 문서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BatchGetDocumentStatusAPI를 사용하여 문서의 상태와 ID를 확인하거
나 상태 오류가 있는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d

존재하지 않지만 추천 문서로 지정한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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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DocumentWithMetadata
서비스:Amazon Kendra

메타데이터 정보가 포함된 추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며 특정 쿼리의 다른 
모든 결과 위에 표시됩니다.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
다.

목차

Id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추천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Query API를 사용하여 결과 항목에 포함된 문서 ID로 
특정 문서를 검색하거나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itle

추천 문서의 기본 제목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RI

추천 문서의 소스 URI 위치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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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ResultsItem
서비스:Amazon Kendra

하나의 추천 결과 항목입니다. 추천 결과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며 특정 검색어에 대한 다른 모든 
결과 위에 표시됩니다.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목차

AdditionalAttributes

추천 결과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추가 속성

유형: AdditionalResultAttribute (p. 872)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Attributes

검색 결과의 추천 문서에 지정된 문서 속성의 배열입니다. 문서 작성자 (_author) 또는 문서의 소스 
URI (_source_uri) 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Excerpt

텍스트와 텍스트를 강조 표시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TextWithHighlights (p. 106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Id

추천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Title

텍스트와 텍스트를 강조 표시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형: TextWithHighlights (p. 106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URI

추천 문서의 소스 URI 위치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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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Token

특정 쿼리의 특정 추천 결과를 식별하는 토큰입니다. 이 토큰을 사용하여 결과에 대한 클릭스루 피드백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드백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추천 결과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73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ype

추천 결과 응답 내의 문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응답에는 쿼리와 관련된 질문-답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OCUMENT | QUESTION_ANSWER | ANSW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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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ResultsSet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 결과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결과 모음입니다. 추천 결과는 특정 검색어에 대한 다른 모든 결과 위에 배
치됩니다.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목차

CreationTimestamp

추천 결과 세트가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Long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escription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eaturedDocuments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표시하려는 문서의 문서 ID 목록입니다. Query API를 사용하여 결과 항목에 포
함된 문서 ID로 특정 문서를 검색하거나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4개의 추천 문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팀에 문의하여 이 한도를 늘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
다.

특정 쿼리는 결과에 포함되도록 특정 문서에 매핑됩니다. 쿼리에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결과에 표시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전체 쿼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
어 'Kendra'만 지정하는 경우 'Kendra는 의미론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와 같은 쿼리가 표시
됩니다. 추천 결과를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추천 결과는 범위가 너무 넓은 쿼리가 아닌 특정 쿼리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유형: FeaturedDocument (p. 954)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eaturedResultsSetId

추천 결과 집합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eaturedResultsSetName

추천 결과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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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 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astUpdatedTimestamp

추천 결과 세트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Long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QueryTexts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쿼리 목록입니다.

특정 쿼리는 결과에 포함되도록 특정 문서에 매핑됩니다. 쿼리에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결과에 표시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전체 쿼리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
어 'Kendra'만 지정하는 경우 'Kendra는 의미론적으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와 같은 쿼리가 표시
됩니다. 추천 결과를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추천 결과는 범위가 너무 넓은 쿼리가 아닌 특정 쿼리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 49개.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추천 결과의 현재 상태입니다. 값이ACTIVE 이면 추천 결과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상태를 로 설정하기 전에 설정을 구성할 수ACTIVE 있습니다. API를ACTIVE 사용하거나
UpdateFeaturedResultsSetAPI를INACTIVE 사용하여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 결과에 대
해 지정하는 쿼리는 상태가ACTIVE 또는 여부와 관계없이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집합별로 고유해
야INACTIVE 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TIVE | INACTIVE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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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ResultsSet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추천 결과 세트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추천 결과는 특정 검색어에 대한 다른 모든 결과 위에 배치됩니다. 
검색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하나 이상의 특정 문서가 검색 결과에 표시됩니다.

목차

CreationTimestamp

추천 결과 세트가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Long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eaturedResultsSetId

추천 결과 집합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eaturedResultsSetName

추천 결과 세트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 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astUpdatedTimestamp

추천 결과 세트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Long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추천 결과 세트의 현재 상태입니다. 값이ACTIVE 이면 추천 결과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
다. 상태를 로 설정하기 전에 설정을 구성할 수ACTIVE 있습니다. API를ACTIVE 사용하거나
UpdateFeaturedResultsSetAPI를INACTIVE 사용하여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 결과에 대
해 지정하는 쿼리는 상태가ACTIVE 또는 여부와 관계없이 각 인덱스의 추천 결과 집합별로 고유해
야INACTIVE 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TIVE | INACTIVE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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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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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x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FSx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ExclusionPatterns

Amazon FSx 파일 시스템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
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Amazon FSx 데이터 소스 이름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Amazon 
FSx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
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Amazon FSx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Amazon FSx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leSystemId

Amazon FSx 파일 시스템의 식별자입니다.

Amazon FSx 콘솔의 파일 시스템 대시보드에서 파일 시스템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Windows 파일 서버
를 예로 들어 Amazon FSx 콘솔에서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FSx 
시작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11. 최대 길이 21입니다.

패턴: ^(fs-[0-9a-f]{8,})$

필수 항목 여부: 예
FileSystemType

Amazon FSx 파일 시스템 형식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WINDOWS

필수 항목 여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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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Patterns

Amazon FSx 파일 시스템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
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Amazon FSx 파일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 이름 - 도메인 이름 시스템 (DNS) 도메인 이름. 예를 들어, user@corp.example.com. Active 

Directory 사용자 계정에는 Windows용 Amazon FSx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읽기 및 마운트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

• 암호—Amazon FSx Window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읽기 및 마운트 권한이 있는 Active Directory 사용
자 계정의 암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Amazon FSx에 연결하기 위한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Amazon FSx 인
스턴스는 VPC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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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 GitHub 소스로 연결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ExclusionFileNamePatterns

GitHub리포지토리에서 특정 파일 이름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이름
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 이름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제외 패턴
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
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FileTypePatterns

GitHub저장소 또는 리포지토리에서 특정 파일 수는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수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 수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
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
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FolderNamePatterns

GitHub저장소 또는 리포지토리에서 특정 폴더 이름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
는 폴더 이름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폴더 이름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폴더
가 제외 및 포함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
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
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CommitConfiguration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itHub 커밋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GitHub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
핑을 참조하세요. GitHub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itHub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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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DocumentCrawlProperties

특정 유형의 GitHub 콘텐츠를 포함하기 위한 구성 정보. 리포지토리 파일만 인덱싱하거나 이슈 및 풀 리
퀘스트, 코멘트 및 코멘트 첨부 파일을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형: GitHubDocumentCrawlProperties (p. 97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IssueAttach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itHub 이슈 첨부 파일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GitHub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
핑을 참조하세요. GitHub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itHub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IssueCom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itHub 이슈 코멘트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GitHub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
핑을 참조하세요. GitHub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itHub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IssueDocu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itHub 문제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GitHub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
핑을 참조하세요. GitHub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itHub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PullRequestCom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itHub 풀 리퀘스트 코멘트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GitHub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
핑을 참조하세요. GitHub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itHub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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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PullRequestDocumentAttach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itHub 풀 리퀘스트 연결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GitHub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
핑을 참조하세요. GitHub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itHub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PullRequestDocumentConfiguration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itHub 풀 요청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GitHub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
핑을 참조하세요. GitHub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itHub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itHubRepositoryConfiguration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itHub 리포지토리입니다.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GitHub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GitHub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itHub 사용
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FileNamePatterns

GitHub리포지토리나 리포지토리에서 특정 파일 이름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
치하는 파일 이름이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 이름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FileTypePatterns

GitHub리포지토리나 리포지토리에서 특정 파일 수는 100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수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 수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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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sionFolderNamePatterns

GitHub리포지토리나 리포지토리에서 특정 폴더 이름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
치하는 폴더 이름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폴더 이름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폴더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
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제외 패턴이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nPremiseConfiguration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 (온프레미스) 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

유형: OnPremiseConfiguration (p. 99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epositoryFilter

인덱싱하려는 특정 리포지토리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64입니다.

패턴: ^[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aaSConfiguration

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SaaS) 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

유형: SaaSConfiguration (p. 101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Amazon 리소스 이름 (ARN) GitHub 입니다.AWS Secrets Manager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
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 토큰 - 에서 만든 액세스 GitHub 토큰입니다. 에서 GitHub 토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GitHub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Type

연결하려는 GitHub 서비스 유형: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SaaS) 또는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 
(온프레미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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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값: SAAS | ON_PREMISE

Required: No
UseChangeLog

TRUE GitHub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서를 결정하려면 GitHub 변경 로
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 Kendra가 모든 문서를 스캔하는 것보다 변경 로그를 사용하는 데 시
간이 더 오래 걸릴 수 GitHub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의 구성 GitHub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
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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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HubDocumentCrawlProperties
서비스:Amazon Kendra

특정 유형의 GitHub 콘텐츠를 포함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포지토리 파일만 인덱싱하거나 이
슈 및 풀 리퀘스트, 코멘트 및 코멘트 첨부 파일을 포함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목차

CrawlIssue

TRUE저장소 내의 모든 문제를 인덱싱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IssueComment

TRUE문제에 대한 모든 의견을 색인화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IssueCommentAttachment

TRUE문제에 대한 모든 의견 첨부 파일을 포함하십시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PullRequest

TRUE저장소 내의 모든 pull 요청을 인덱싱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PullRequestComment

TRUEpull 요청에 대한 모든 코멘트를 인덱싱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PullRequestCommentAttachment

TRUE풀 리퀘스트에 대한 모든 코멘트 첨부 파일을 포함하십시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RepositoryDocuments

TRUE저장소를 사용하여 모든 파일을 인덱싱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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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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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Driv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Google 드라이브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ExcludeMimeTypes

인덱스에서 제외할 MIME 유형 목록입니다. 지정된 MIME 유형과 일치하는 모든 문서는 제외됩니다.

MIME 유형 목록은 Google Workspace Drive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3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6.

Pattern: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deSharedDrives

인덱스에서 제외할 식별자 또는 공유 드라이브의 목록입니다.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파일과 폴더
는 제외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6.

Pattern: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deUserAccounts

사용자의 전자 메일 주소 목록입니다. 이러한 사용자가 소유한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사용자와 공유된 문서는 다른 방식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인덱스화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6.

Pattern: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Patterns

공유 드라이브와 사용자의 내 드라이브를 비롯한 Google 드라이브의 특정 항목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
니다. 항목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항목은 인덱스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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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Google 드라이브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
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Google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Google 드라이브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공유 드라이브와 사용자의 내 드라이브를 비롯한 Google 드라이브의 특정 항목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
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항목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항목은 인덱스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Google 드라이브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이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Google 작업 영역 드라이브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
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0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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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Members
서비스:Amazon Kendra

그룹에 속한 사용자 또는 하위 그룹의 목록입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
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목차

MemberGroups

그룹에 속한 하위 그룹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하위 그룹 “연구”, “엔지니어링” 및 “영업 및 마케팅”은 모
두 “회사” 그룹에 속합니다.

유형: MemberGroup (p. 993)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emberUsers

그룹에 속한 사용자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 인턴 목록은 모두 “인턴” 그룹에 속합니다.

유형: MemberUser (p. 99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3PathforGroupMembers

단일 그룹에 1000명 이상의 사용자 및/또는 하위 그룹이 있는 경우 그룹의 사용자 및 하위 그룹을 나열
하는 S3 파일의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위 그룹에는 1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룹 
(및/또는 사용자) 에 속한 하위 그룹 목록은 1000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룹 구성원을 나열하는 데 올바른 형식을 사용하는 이 예제 S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선택dataSourceId 사항입니다. 그룹의type 값은 항상GROUP 이고 사용자의 값은 항상 입니다USER.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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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OrderingId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처리PUT 및DELETE 작업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목차

FailureReason

작업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 액션은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PUT 또는DELETE 액션일 수 있
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astUpdatedAt

작업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액션은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PUT 또는DELETE 액션일 수 있습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rderingId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의 값. 액션은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PUT 또는DELETE 액션일 수 있
습니다.

유형: Long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 32535값 30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eceivedAt

Amazon Kendra가 작업을 수신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액션은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
기 위한PUT 또는DELETE 액션일 수 있습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사용자를 해당 그룹에 매핑하기 위한 작업의 현재 처리 상태입니다. 상태
는PROCESSING,SUCCEEDEDDELETINGDELETED, 또는 일 수FAILED 있습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FAILED | SUCCEEDED | PROCESSING | DELETING | DELETED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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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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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목차

GroupId

그룹 요약 정보를 원하는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rderingId

최신PUT 또는DELETE 작업에 사용되는 타임스탬프 식별자입니다.

유형: Long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3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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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icalPrincipal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의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정보입니다.

목차

PrincipalList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문서의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주요 목록 목록입니다. 각 계층 목록은 각 문서
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합니다.

유형: Principal (p. 1001)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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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가 응답에서 용어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검색 결과를 강조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
공합니다.

목차

BeginOffset

응답 문자열에서 강조 표시가 시작되는 0부터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예
EndOffset

응답 문자열에서 강조 표시가 끝나는 0부터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예
TopAnswer

해당 응답이 최상의 응답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가 최상의 응답이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입
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ype

하이라이트 유형.

유형: String

유효한 값: STANDARD | THESAURUS_SYNONYM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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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k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변경하기 위해 AWS Lambda에
서 Lambda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원본 또는 원시 문서에 고급 변경 사항
을 PreExtractionHookConfiguration적용하려면 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Kendra 정형 문서에 고급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을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구성해야 합니다
PostExtractionHookConfiguration. 하나의 Lambda 함수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수는 필요한 다
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목차

InvocationCondition

Lambda 함수를 호출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빈 날짜/시간 값이 있는 경우 Amazon Kendra가 현재 날짜/시간을 삽입하는 함수를 호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Condition (p. 92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LambdaArn

수집 중 Lambda 함수를 실행할 권한이 있는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Amazon Kendra의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arn:aws[a-zA-Z-]*:lambda:[a-z]+-[a-z]+-[0-9]:[0-9]{12}:function:[a-zA-
Z0-9-_]+(\/[0-9a-f]{8}-[0-9a-f]{4}-[0-9a-f]{4}-[0-9a-f]{4}-[0-9a-f]{12})?(:
[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S3Bucket

원본, 원시 문서 또는 구문 분석된 정형 문서를 변경 전후에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Lambda 함수에 대한 데이터 계약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3. 최대 길이 63.

패턴: [a-z0-9][\.\-a-z0-9]{1,61}[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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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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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Configuration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 구성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목차

CreatedAt

인덱스가 생성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예
Edition

인덱스가 엔터프라이즈 버전 인덱스인지 개발자 버전 인덱스인지 나타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EVELOPER_EDITION | ENTERPRISE_EDITION

Required: No
Id

인덱스의 식별자입니다. 이를 사용하여Query,DescribeIndexUpdateIndex, 및 같은 API를 사용할 
때 인덱스를 식별할 수DeleteIndex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인덱스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인덱스의 현재 상태입니다. 상태가ACTIVE 이면 색인을 검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ACTIVE | DELETING | FAILED | UPDATING | SYSTEM_UPDATING

필수 항목 여부: 예
UpdatedAt

인덱스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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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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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Statistics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수와 색인의 질문 및 답변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FaqStatistics

색인에 있는 질문 및 답변 주제 수입니다.

유형: FaqStatistics (p. 95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TextDocumentStatistics

인덱싱된 텍스트 문서 수입니다.

유형: TextDocumentStatistics (p. 1062)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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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ineCustomDocumentEnrichment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문서 메타데이터 및 콘텐츠를 변경하는 기본 로직을 적용하기 위한 구
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 로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에서 더 나아가 고급 로직을 적용하려면 을 참조하세요
HookConfiguration.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수집 프로세스 중 문서 메타데이터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세요.

목차

Condition

Amazon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대상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에 사용되는 조건의 구성입니
다.

유형: DocumentAttributeCondition (p. 92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ContentDeletion

대상 속성에 사용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콘텐츠를 삭제하려면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arget

Amazon Kendra로 문서를 수집할 때 대상 문서 속성 또는 메타데이터 필드의 구성입니다. 값을 포함시
킬 수도 있습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Target (p. 93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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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ra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Jira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ttachment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Jira 연결 파일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Jira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 을
참조하십시오. Jira 데이터 원본 필드 이름이 Jira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항목 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omment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Jira 주석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Jira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 을
참조하십시오. Jira 데이터 원본 필드 이름이 Jira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항목 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Patterns

Jira 데이터 원본에서 특정 파일 경로, 파일 이름 및 파일 유형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
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포함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항목 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Jira 데이터 소스의 특정 파일 경로, 파일 이름 및 파일 유형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
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항목 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ssue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Jira 이슈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Jira 필드에 

986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field-mapping.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field-mapping.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 을
참조하십시오. Jira 데이터 원본 필드 이름이 Jira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항목 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ssueSubEntityFilter

댓글, 첨부 파일 및 작업 로그를 크롤링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의 옵션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3개입니다.

유효한 값: COMMENTS | ATTACHMENTS | WORKLOGS

Required: No
IssueType

Jira 데이터 소스에서 크롤링할 이슈 유형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JiraAccountUrl

Jira 계정의 URL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atlassian.net.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a-zA-Z0-9_\-\.]+(\.atlassian\.net\/)$

필수 항목 여부: 예
Project

Jira 데이터 소스에서 크롤링할 프로젝트를 지정합니다. 하나 이상의 Jira 프로젝트 ID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roject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Jira 프로젝트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Jira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 을
참조하십시오. Jira 데이터 원본 필드 이름이 Jira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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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항목 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AWS Secrets Manager 에는 Jira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는 데 필
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됩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Jiraid—Jira 사용자 이름 또는 이메일입니다.
• 지라 자격 증명 — 지라 API 토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Jira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tatus

Jira 데이터 소스에서 크롤링할 상태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ChangeLog

TRUEJira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서를 결정하십시오. 변경 로그의 크기
에 따라 Amazon Kendra Kendra가 Jira에 모든 문서를 스캔하는 것보다 변경 로그를 사용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Jira에 연결하기 위한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WorkLog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Jira 작업 로그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Jira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원본 필드 매핑 을
참조하십시오. Jira 데이터 원본 필드 이름이 Jira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항목 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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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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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TokenTyp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JSON 토큰 유형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GroupAttributeField

그룹 속성 필드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UserNameAttributeField

사용자 이름 속성 필드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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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tTokenTyp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JWT 토큰 유형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laimRegex

클레임을 식별하는 정규 수식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oupAttributeField

그룹 속성 필드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ssuer

토큰의 발행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3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KeyLocation

키의 위치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URL | SECRET_MANAGER

필수 항목 여부: 예
SecretManagerArn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는 4,03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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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RL

서명 키 URL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NameAttributeField

사용자 이름 속성 필드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992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JwtTokenTyp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JwtTokenTyp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JwtTokenTyp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JwtTokenType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MemberGroup
서비스:Amazon Kendra

그룹에 속한 하위 그룹입니다.

목차

DataSourceId

그룹에 매핑하려는 하위 그룹의 데이터 소스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oupId

그룹에 매핑하려는 하위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Pattern: ^\P{C}*$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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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User
서비스:Amazon Kendra

그룹에 속한 사용자.

목차

UserId

그룹에 매핑하려는 사용자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Pattern: ^\P{C}*$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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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riv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OneDrive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isableLocalGroups

로컬 그룹 정보를 비활성화하려면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Patterns

에서 특정 문서를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OneDrive.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
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문서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
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턴은 파일 이름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OneDrive 데이터 소스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OneDrive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OneDriv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OneDriv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
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특정 문서를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OneDrive.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
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문서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
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턴은 파일 이름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neDriveUsers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 계정의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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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OneDriveUsers (p. 99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SecretArn

연결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및 암호가 포함된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OneDrive 사용자 이름은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
이션 ID여야 하며 암호는 애플리케이션의 애플리케이션 키입니다. OneDrive OneDrive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4자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TenantDomain

조직의 Azure Active Directory 도메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6.

패턴: ^([a-zA-Z0-9]+(-[a-zA-Z0-9]+)*\.)+[a-z]{2,}$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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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DriveUsers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목차

OneDriveUserList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이름을 이메일 형식으로 지정합니
다(예: username@tenantdomain). 100명이 넘는 사용자의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경우
OneDriveUserS3Path 필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목록이 포함된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56.

Pattern: ^(?!\s).+@([a-zA-Z0-9_\-\.]+)\.([a-zA-Z]{2,5})$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OneDriveUserS3Path

문서를 인덱싱해야 하는 사용자의 목록이 포함된 파일의 S3 버킷 위치입니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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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remis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 (온프레미스) 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HostUrl

GitHub 호스트 URL 또는 API 엔드포인트 URL입니다. 예를 들어 on-prem-host-urlhttps:///api/v3/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예
OrganizationName

연결하려는 GitHub 엔터프라이즈 서버 (인-프레미스) 계정의 조직 이름입니다. GitHub 데스크톱에 로그
인하고 프로필 사진 드롭다운에서 내 조직을 선택하면 조직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패턴: ^[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SslCertificateS3Path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SSL 인증서의 경로입니다. 보안 SSL 연결이 필요한 GitHub 경우 이를 사용
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OpenSSL을 사용하여 모든 컴퓨터에서 자체 서명된 X509 인증서를 생성하면 됩니다. OpenSSL을 사용
하여 X509 인증서를 만드는 예제는 X509 인증서 만들기 및 서명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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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s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의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이는 Amazon Kendra 환경에 액
세스할 수 있는 수준을 정의하는 특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 및 그룹에 적용됩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Amazon Kendra 환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검색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드 없이 검색 환경 구축을 참조하십시오.

목차

CreatedAt

요약 정보가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tityId

IAM ID 센터 ID 소스에 있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ID는 이메일일 수 있습
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47입니다.

패턴: ^([0-9a-f]{10}-|)[A-Fa-f0-9]{8}-[A-Fa-f0-9]{4}-[A-Fa-f0-9]{4}-[A-Fa-
f0-9]{4}-[A-Fa-f0-9]{12}$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ersona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의 특정 권한을 정의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사용 가능
한 페르소나 또는 액세스 역할은Owner 및 입니다Viewer. 이러한 페르소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색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 제공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OWNER | VIEWER

Required: No
UpdatedAt

요약 정보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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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을 위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ccess

보안 주체에 대한 문서 액세스를 허용 또는 거부 할지 여부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LLOW | DENY

필수 항목 여부: 예
DataSourceId

주도자가 문서에 액세스해야 하는 데이터 소스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예
Type

보안 주체의 유형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USER | GROUP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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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웹 프록시가 웹 사이트 호스트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redentials

AWS Secrets Manager에서 생성할 수 있는 보안 암호 ARN입니다.

자격 증명은 선택 사항입니다. 웹 사이트 호스트에 연결하는 데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보안 
암호를 사용합니다. Amazon Kendra는 현재 웹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기본 인증을 지원합니다. 
보안 암호는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값은 1284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Host

웹 프록시 서버를 통해 연결하려는 웹 사이트 호스트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https://a.example.com/page1.html의 호스트 이름은 'a.example.com'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53입니다.

패턴: ([^\s]*)

필수 항목 여부: 예
Port

웹 프록시 서버를 통해 연결하려는 웹 사이트 호스트의 포트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https://a.example.com/page1.html의 포트는 HTTPS의 표준 포트인 443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65535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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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ResultItem
서비스:Amazon Kendra

단일 쿼리 결과입니다.

쿼리 결과에는 쿼리에서 반환된 문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문서의 원래 위치, 문서에 지정된 
속성 목록, 쿼리를 충족하는 문서의 관련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목차

AdditionalAttributes

쿼리 결과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추가 속성.

유형: AdditionalResultAttribute (p. 872)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Attributes

검색 결과에서 문서에 지정된 문서 속성의 배열입니다. 문서 작성자 (_author) 또는 문서의 소스 URI 
(_source_uri) 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형: DocumentAttribute (p. 928)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Excerpt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발췌한 것입니다. 발췌문에서 관련 용어를 강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
습니다.

유형: TextWithHighlights (p. 106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Id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Title

문서의 제목입니다. 제목의 텍스트와 제목에서 관련 용어를 강조하기 위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유형: TextWithHighlights (p. 106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URI

문서의 원래 위치에 대한 URI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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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Token

특정 쿼리의 특정 결과를 식별하는 토큰입니다. 이 토큰을 사용하여 결과에 대한 클릭스루 피드백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드백 제출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ormat

응답 내의Type of 문서가 이면TABLETEXT 답변 또는 답변입니다.ANSWER 테이블 답변인 경우 
테이블 발췌문이 반환됩니다TableExcerpt. 텍스트 답변인 경우 텍스트 발췌문이 반환됩니
다DocumentExcerpt.

유형: String

유효한 값: TABLE | TEXT

Required: No
Id

쿼리 결과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73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coreAttributes

입력한 쿼리와 결과가 일치한다는 Amazon Kendra Kendra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각 결과는 신뢰
도VERY_HIGHHIGH,MEDIUM 및 를 나타내는 빈에LOW 배치됩니다. 점수를 사용하여 응답이 신청서에 필
요한 신뢰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드는 필드가 로LOW 설정되고 Amazon Kendra Kendra가 결과가 쿼리와 일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로 설정됩니다.TypeDOCUMENT

유형: ScoreAttributes (p. 102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ableExcerpt

문서 내 테이블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유형: TableExcerpt (p. 105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ype

응답 내의 문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응답에는 쿼리와 관련된 질문-답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OCUMENT | QUESTION_ANSWER | ANSW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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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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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SuggestionsBlockList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쿼리 제안 차단 목록의 요약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차단 목록 ID, 차단 목록 이름, 차단 목록이 생성된 시간, 차단 목록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 
차단 목록의 블록 단어/문구 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차단 목록의 현재 할당량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Kendra의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목차

CreatedAt

차단 목록이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차단 목록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36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temCount

차단 목록의 항목 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차단 목록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차단 목록의 상태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TIVE | CREATING | DELETING | UPDATING | ACTIVE_BUT_UPDATE_FAILED 
| FAILED

Requi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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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At

차단 연결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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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p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Quip에 연결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ttachment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Quip 필드
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Quip 필드 이름이 Quip 사용자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Attachments

TRUE첨부 파일을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ChatRooms

TRUE대화방 내용을 색인화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FileComments

TRUE파일 주석을 색인화하려면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main

Quip 사이트 도메인입니다. 예: https://quip-company.quipdomain.com/browse. 이 예제의 도메인은 
“quipdomain”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63입니다.

패턴: ^(?!-)[A-Z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ExclusionPatterns

Quip 파일 시스템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
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포함 패턴과 모두 일치하
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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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olderIds

인덱싱할 Quip 폴더의 식별자입니다. Quip에서 폴더에 액세스할 때 브라우저 URL에서 폴더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ttps://quip-company.quipdomain.com/zlLuOVNSarTL/folder-name. 이 예제의 
폴더 ID는 “zlluOvnsArtl”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Quip 파일 시스템에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덱스
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패턴과 모두 일치하
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essage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
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Map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Quip 필드에 매핑하
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
요. Quip 필드 이름이 Quip 사용자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Quip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비밀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액세스 토큰 - Quip에서 생성된 토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Quip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Thread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이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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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dra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Quip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Quip 필드 이름이 Quip 사용자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Quip에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VPC)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
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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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ce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에서 필드의 관련성을 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쿼리에 필드와 일치하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
면 이러한 조정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응답에서 결과가 부스트됩니다.

목차

Duration

부스트가 적용되는 기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의 필드 값이 있는 문서에 부스트를 적용하려면 
“2628000s”를 사용합니다. 필드 값이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부스트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빨리 감소합니다.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3개월입니다. 이 필드의 값은 숫
자 문자열 뒤에 문자 “s”를 추가한 것입니다(예: 하루는 “86400s”, 일주일은 “604800s”).

DATE 필드에만 적용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0입니다.

패턴: [0-9]+[s]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reshness

이 필드가 문서의 “최신 상태”를 결정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문서 1이 11월 5일에 작성되었고 
문서 2가 10월 31일에 작성된 경우 문서 1은 문서 2보다 “최신”입니다. 하나의 DATE 형식 필드에만
Freshness 필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ATE 필드에만 적용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mportance

검색에서 필드의 상대적 중요도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RankOrder

값을 해석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RankOrder 필드가 ASCENDING인 경우 숫자가 클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등급 점수가 10인 문서는 
등급 점수가 1인 문서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RankOrder 필드가 DESCENDING인 경우 숫자가 낮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추적 애플리케이
션에서 우선 순위 1 작업은 우선 순위 5 작업보다 중요합니다.

LONG 및 DOUBLE 필드에만 적용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SCENDING | DESCENDING

Requir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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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ImportanceMap

결과 목록에 나타날 때 다른 부스트를 지정해야 하는 값 용어가 부스트됩니다. 예를 들어 결과에서 부서 
필드와 일치하는 쿼리 용어를 부스트하는 경우 결과에서 부서 필드와 일치하는 쿼리 용어가 부스트됩니
다. 하지만 결과에서 부서 필드의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값이 더 높은 문서를 부스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 이름을 사용하여 맵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HR” ,5 및 “Legal” ,3을 추가하면 이러
한 부서가 문서의 메타데이터에 나타날 때 특별한 주의를 받습니다. 해당 용어가 나타나면 부스트의 일
반적인 중요도 대신 지정된 중요도가 부여됩니다.

유형: String 과 double 간의 맵

키 길이 제약 조건: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50.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은 1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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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ceFeedback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가 검색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SubmitFeedback API
를 사용하여 관련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RelevanceValue

문서가 검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유형: String

유효한 값: RELEVANT | NOT_RELEVANT

필수 항목 여부: 예
ResultId

사용자가 관련성 피드백을 제공한 검색 결과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7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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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DataSourc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S3 버킷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파일 형식은
S3 데이터 원본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AccessControlListConfiguration (p. 87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BucketName

문서가 포함된 버킷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3. 최대 길이 63.

패턴: [a-z0-9][\.\-a-z0-9]{1,61}[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문서 액세스 제어 정보, 원본 URI, 문서 작성자, 사용자 정의 특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문서 메타데이
터 파일입니다. 각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단일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유형: DocumentsMetadataConfiguration (p. 93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Patterns

인덱싱해서는 안되는 문서의 glob 패턴 목록입니다. 포함 접두사 또는 포함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가 제
외 패턴과도 일치하는 경우 문서는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제입니다.
• *.png , *.jpg는 디렉터리의 모든 PNG 및 JPEG 이미지 파일(확장자가 .png 및 .jpg인 파일)을 제외합니

다.
• *internal*는 'internal', 'internal_only', 'company_internal'과 같이 파일 이름에 'internal'이 포함된 디렉터

리의 모든 파일을 제외합니다.
• **/*internal*는 디렉터리와 해당 하위 디렉터리의 모든 internal 관련 파일을 제외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인덱싱해서는 안되는 문서의 glob 패턴 목록입니다. 포함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가 제외 패턴과도 일치하
는 경우 문서는 인덱싱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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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t는 디렉터리의 모든 텍스트 파일을 포함시킵니다(확장자가 .txt인 파일).
• **/*.txt는 디렉터리와 해당 하위 디렉터리의 모든 텍스트 파일을 포함시킵니다.
• *tax*는 'tax', 'taxes', ' income_tax'와 같이 파일 이름에 'tax'가 포함된 디렉터리의 모든 파일을 포함시

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refixes

인덱스에 포함되어야 하는 문서의 S3 접두사 목록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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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Path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S3 버킷에서 특정 파일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목차

Bucket

파일이 포함된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3. 최대 길이 63.

패턴: [a-z0-9][\.\-a-z0-9]{1,61}[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Key

파일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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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S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SaaS) 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HostUrl

GitHub 호스트 URL 또는 API 엔드포인트 URL입니다. 예: https://api.github.com.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예
OrganizationName

연결하려는 GitHub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SaaS) 계정의 조직 이름입니다. GitHub 데스크톱에 로그인
하고 프로필 사진 드롭다운에서 내 조직을 선택하면 조직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60입니다.

패턴: ^[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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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alesforce 채터 피드를 동기화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객체의 내용은 Salesforce FeedItem 테이블.

목차

DocumentDataFieldName

인덱싱할 내용이 포함된 Salesforce FeedItem 테이블 열의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Body 열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의 제목이 포함된 Salesforce FeedItem 테이블 열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Title 열입니
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Salesforce 채터 피드의 필드를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로 매핑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deFilterTypes

사용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피드의 문서를 필터링합니다. ACTIVE_USERS를 지정하면 활성 계정이 있는 
사용자의 문서만 인덱싱됩니다. STANDARD_USER를 지정하면 Salesforce 표준 사용자의 문서만 문서화
됩니다. 둘 다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2개입니다.

유효한 값: ACTIVE_USER | STANDARD_US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1018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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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alesforce에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hatterFeedConfiguration

Salesforce 채터 피드의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SalesforceChatterFeedConfiguration (p. 1018)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Attachments

Amazon Kendra가 첨부 파일을 Salesforce 객체에 인덱싱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Salesforce에서 특정 문서를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
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문서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
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턴은 첨부된 파일의 이름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Salesforce에 특정 문서를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
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문서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
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패턴은 첨부된 파일의 이름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Amazon Kendra가 인덱싱하는 기술 문서 유형의 구성 정보입니다. Amazon Kendra는 표준 기술 문서 
및 기술 문서의 표준 필드 또는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의 사용자 지정 필드를 인덱싱하지만 둘 다 인덱싱
하지는 않습니다.

유형: Salesforce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1024)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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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Arn

Salesforce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uthenticationUrl - Amazon Kendra가 OAUTH 토큰을 얻기 위한 OAUTH 엔드포인트입니다.
• consumerKey - Salesforce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 퍼블릭 키입니다.
• consumerSecret - Salesforce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생성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라이빗 키입니다.
• password - Salesforce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와 연결된 암호입니다.
• securityToken - Salesforce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와 연결된 토큰입니다.
• username - Salesforce 인스턴스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최대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erverUrl

인덱싱하려는 Salesforce 사이트의 인스턴스 URL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예
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Salesforce 표준 객체에 대한 첨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Salesforce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p. 102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ndardObjectConfigurations

Amazon Kendra가 인덱싱하는 Salesforce 표준 객체의 구성입니다.

유형: 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p. 1027)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7.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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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alesforce 사용자 지정 문서를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ocumentDataFieldName

인덱싱할 문서 데이터가 포함된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 제목이 포함된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
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Salesfor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
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Salesfor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Salesforce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구성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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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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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가 인덱싱하는 기술 문서 유형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Amazon Kendra는 표준 기술 문
서 및 기술 문서의 표준 필드 또는 사용자 지정 기술 문서의 사용자 지정 필드를 인덱싱하지만 둘 다 인덱싱
하지는 않습니다.

목차

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s

사용자 지정 Salesforce 기술 문서의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SalesforceCustom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1022)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dedStates

Amazon Kendra가 기술 문서를 인덱싱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문서 상태를 지정합니다. 상태를 하나 이
상 지정해야 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3개입니다.

유효한 값: DRAFT | PUBLISHED | ARCHIVED

필수 항목 여부: 예
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표준 Salesforce 기술 문서의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Salesforce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p. 10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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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StandardKnowledgeArticleTyp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표준 Salesforce 기술 문서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ocumentDataFieldName

인덱싱할 문서 데이터가 포함된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 제목이 포함된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기술 문서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
를 생성하려면 Salesfor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Salesfor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Salesforce 사용자 지
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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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StandardObjectAttachment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alesforce 표준 객체에 대한 첨부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 제목에 사용되는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첨부 파일의 필드를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에 매핑하는 하나 이상의 객체입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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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단일 표준 객체를 인덱싱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ocumentDataFieldName

문서 내용이 포함된 표준 객체 테이블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 제목이 포함된 표준 객체 테이블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표준 객체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
를 생성하려면 Salesforce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 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Salesforce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Salesforce 사용자 지
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표준 객체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CCOUNT | CAMPAIGN | CASE | CONTACT | CONTRACT | DOCUMENT | GROUP 
| IDEA | LEAD | OPPORTUNITY | PARTNER | PRICEBOOK | PRODUCT | PROFILE | 
SOLUTION | TASK | USER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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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1028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SalesforceStandardObject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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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ScoreAttributes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Kendra가 응답이 쿼리와 일치한다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나타내는 상대적 순위를 제공합니
다.

목차

ScoreConfidence

응답이 쿼리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에 대한 상대적 순위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VERY_HIGH | HIGH | MEDIUM | LOW | NOT_AVAILABLE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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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서비스:Amazon Kendra

검색 중에 사용자 지정 인덱스 필드가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isplayable

쿼리 응답에서 필드를 반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acetable

필드를 사용하여 해당 필드의 각 값에 대한 결과 개수인 검색 패싯을 생성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본
값은 fals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archable

필드가 검색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earchable 필드가 true인 경우 관련성 조정을 사용
하여 Amazon Kendra가 검색에서 필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은 문자열 필드의 경우 true이고 숫자 및 날짜 필드의 경우 fals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ortable

필드를 사용하여 쿼리 결과를 정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로Sortable 설정되지 않은 필드에 
정렬을 지정하는 경우 Amazon Kendra Kendra는 예외를 반환합니다.true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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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Url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크롤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링

인덱싱할 웹 사이트를 선택할 때 Amazon 이용 정책과 기타 모든 Amazon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인덱싱하거나 인덱싱 권한이 있는 웹 페이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목차

SeedUrls

크롤링하려는 웹 사이트의 시드 또는 시작 지점 URL의 목록입니다.

목록에는 최대 100개의 시드 URL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Maximum number of 100 items.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s]*)

필수 항목 여부: 예
WebCrawlerMode

다음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HOST_ONLY -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만 크롤링합니다. 예를 들어, 시드 URL이 'abc.example.com'이면 

호스트 이름이 'abc.example.com'인 URL만 크롤링됩니다.
• SUBDOMAINS - 하위 도메인이 있는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을 크롤링합니다. 예를 들어, 시드 URL이 

'abc.example.com'이면 'a.abc.example.com'과 'b.abc.example.com'도 크롤링됩니다.
• EVERYTHING- 웹 페이지가 연결되는 하위 도메인이 있는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을 크롤링링링링링합

니다.

기본 모드는 HOST_ONLY로 설정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HOST_ONLY | SUBDOMAINS | EVERYTHING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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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

ServerSideEncryption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가 인덱싱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AWS KMS key 데 사용되는 식별자입니다. Amazon 
Kendra는 비대칭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목차

KmsKeyId

AWS KMS key의 식별자입니다. Amazon Kendra는 비대칭 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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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Now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데이터 ServiceNow 소스로 연결할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uthenticationType

ServiceNow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인증 유형입니다. HTTP_BASIC을 선택하면 SecretArn
필드의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제공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Amazon Kendra가 
인증됩니다. OAUTH2를 선택한 경우 Amazon Kendra는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보안 암호, 사용자 이
름 및 암호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인증됩니다.

OAUTH2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ServiceNow 콘솔을 사용하여 토큰과 클라이언트 보안 암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Now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HTTP_BASIC | OAUTH2

Required: No
HostUrl

데이터 원본이 연결하는 ServiceNow 인스턴스입니다. 호스트 엔드포인트는 {instance}.service-
now.com과 같은 형식이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a-z0-9-]+(\.service-now\.com)$

필수 항목 여부: 예
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ServiceNow사이트에서 기술 문서를 크롤링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유형: ServiceNow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p. 103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ServiceNow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 및AWS Secrets Manager 암호를 포함하는 보
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사용자 이름, 암호,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의 
OAuth 인증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rviceNow 데이터 원본 사용을 참조하
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284.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erviceCatalogConfiguration

ServiceNow 사이트에서 서비스 카탈로그를 크롤링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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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ServiceNowServiceCatalogConfiguration (p. 103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rviceNowBuildVersion

ServiceNow 호스트가 실행 중인 릴리스의 식별자입니다. 호스트에서 LONDON 릴리스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OTHERS를 사용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LONDON | OTHERS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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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NowKnowledgeArticl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erviceNow 사이트에서 기술 문서를 크롤링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rawlAttachments

기술 문서에 대한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려면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DataFieldName

Amazon Kendra 인덱스의 인덱스 문서 내용 필드에 매핑되는 필드의 이름입니다. ServiceNow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TitleFieldName

인덱스 문서 제목 ServiceNow 필드에 매핑되는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기술 문서의 특정 첨부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ServiceNow. 패턴과 일치하는 항목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항목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
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항목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PatternTargetField에 지정된 필드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기술 문서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
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ServiceNow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ServiceNow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ServiceNow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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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lterQuery

인덱싱할 참조 문서를 선택하는 쿼리입니다. 쿼리는 여러 기술 자료의 문서를 반환할 수 있으며 기술 자
료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일 수 있습니다.

쿼리 문자열은 ServiceNow 콘솔에서 생성된 문자열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쿼리로 
인덱싱할 문서 지정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기술 문서의 특정 첨부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ServiceNow. 패턴과 일치하는 항목
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항목이 포함 및 제외 패
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항목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PatternTargetField에 지정된 필드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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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NowServiceCatalog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erviceNow 사이트에서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을 크롤링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rawlAttachments

서비스 카탈로그 항목에 대한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려면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DataFieldName

Amazon Kendra 인덱스의 인덱스 문서 내용 필드에 매핑되는 필드의 이름입니다. ServiceNow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Pattern: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DocumentTitleFieldName

인덱스 문서 제목 ServiceNow 필드에 매핑되는 필드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deAttachmentFilePatterns

카탈로그의 특정 첨부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ServiceNow. 패턴과 일치하는 항목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항목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
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항목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첨부 파일의 파일 이름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카탈로그의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합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
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ServiceNow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ServiceNow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ServiceNow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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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deAttachmentFilePatterns

카탈로그의 특정 첨부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ServiceNow. 패턴과 일치하는 항목
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항목이 포함 및 제외 패
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항목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첨부 파일의 파일 이름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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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Point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harePoint Microsoft에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uthenticationType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의 기본 인증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이름, 암호,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
에 대한 OAuth 인증을 사용하여 SharePoint Online에 연결할지, 클라이언트 암호에 대한 AD 앱 전용 인
증을 사용할지 여부

유형: String

유효한 값: HTTP_BASIC | OAUTH2

Required: No
CrawlAttachments

문서 첨부 파일을 인덱싱하려면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isableLocalGroups

로컬 그룹 정보를 비활성화하려면 TRUE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TitleFieldName

문서의 제목이 들어 있는 Microsoft SharePoint 특성 필드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Patterns

에서 특정 문서를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SharePoint.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
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문서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
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SharePoint 문서의 표시 URL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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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SharePoint 데이터 소스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필드에 
매핑하기 SharePoint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
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SharePoint 사용자 지정 SharePoint 메타데이터에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있어
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특정 문서를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SharePoint. 패턴과 일치하는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됩
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문서는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문서가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문서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식은 SharePoint 문서의 표시 URL에 적용됩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roxyConfiguration

웹 프록시를 통해 인스턴스를 통해 Microsoft SharePoint 사이트 URL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입니다. 
SharePoint 서버에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ttps://a.example.com/page1.html 호
스트 이름은 'a.example.com'이고 포트는 HTTPS의 표준 포트인 443입니다.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사용자 이름 및 암호에 대한 기본 인증이 필요한 웹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을 저장하려면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사용합니다.

웹 프록시를 구성할 때는 최상의 보안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스로틀 설정, 로깅 및 모
니터링 설정, 정기적인 보안 패치 적용이 포함됩니다. 웹 프록시를 여러 데이터 소스와 함께 사용하는 경
우 동시에 발생하는 동기화 작업으로 인해 프록시의 부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로드 요구 사항
에 대비하여 프록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ProxyConfiguration (p. 1002)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SharePoint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자 이름 및AWS Secrets Manager 암호를 포함하는 보
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를 참조하세요 SharePoint.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4자입니다.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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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여부: 예
SharePointVersion

SharePoint 사용하는 Microsoft 버전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SHAREPOINT_2013 | SHAREPOINT_2016 | SHAREPOINT_ONLINE | 
SHAREPOINT_2019

필수 항목 여부: 예
SslCertificateS3Path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SSL 인증서의 경로입니다. 보안 SSL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SharePoint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OpenSSL을 사용하여 모든 컴퓨터에서 자체 서명된 X509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OpenSSL을 사
용하여 X509 인증서를 만드는 예제는 X509 인증서 만들기 및 서명을 참조하십시오.

유형: S3Path (p. 101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rls

인덱싱할 문서의 Microsoft SharePoint 사이트 URL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ftp|file):\/\/([^\s]*)

필수 항목 여부: 예
UseChangeLog

TRUE SharePoint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서를 결정하려면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 Kendra가 모든 문서를 스캔하는 것보다 변경 로그를 사용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SharePoint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Microsoft에 연결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 대한 구성 SharePoint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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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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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ps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크롤링할 사이트 맵 URL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덱싱할 웹 사이트를 선택할 때 Amazon 이용 정책과 기타 모든 Amazon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자체 웹 페이지 또는 인덱싱 권한이 있는 웹 페이지를 인덱싱해야 합니다.

목차

SiteMaps

크롤링하려는 웹 사이트의 사이트 맵 URL의 목록입니다.

목록에는 최대 3개의 시드 URL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3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https?):\/\/([^\s]*)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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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lack에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CrawlBotMessage

TRUESlack 워크스페이스 팀의 봇 메시지를 인덱싱하세요.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deArchived

TRUE보관된 메시지를 Slack 워크스페이스 팀에서 인덱싱할 수 없도록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Patterns

Slack 작업 공간 팀에서 특정 첨부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
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Slack 데이터 소스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Amazon Kendra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
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Slack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Slack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이 
Slack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Slack 작업 공간 팀에 특정 첨부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은 인
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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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BackPeriod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로그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대 7일 
또는 168시간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로그는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이후에 새 콘텐츠가 추가된 경우에만 색인을 업데이트합니
다. 마지막으로 동기화하기 전에 업데이트되거나 삭제된 콘텐츠는 색인에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마지
막으로 동기화하기 전에 업데이트되거나 삭제된 콘텐츠를LookBackPeriod 캡처하려면 를 변경 로그
에서 되돌아볼 시간 수로 설정하십시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댓값은.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rivateChannelFilter

Slack 워크스페이스 팀의 비공개 채널 이름 목록입니다. 모든 비공개 채널이 아닌 특정 비공개 채널의 색
인을 생성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하여 비공개 채널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
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ublicChannelFilter

Slack 워크스페이스 팀에서 인덱싱할 공개 채널 이름 목록입니다. 모든 공개 채널을 인덱싱하지 않고 특
정 공개 채널을 인덱싱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정규 표현식 패턴을 사용하여 공개 채널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ecretArn

Slack 워크스페이스 팀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키-값 페어가 포함된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비밀에는 다음 키가 있는 JSON 구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슬랙토큰—슬랙에서 생성된 사용자 또는 봇 토큰입니다. Slack에서 토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Slack 데이터 소스 인증을 참조하세요.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패턴: arn:[a-z0-9-\.]{1,63}:[a-z0-9-\.]{0,63}:[a-z0-9-\.]{0,63}:[a-z0-9-\.]
{0,63}:[^/].{0,1023}

필수 항목 여부: 예
SinceCrawlDate

Slack 워크스페이스 팀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날짜는 다음 형식을 따라
야yyyy-mm-dd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고정 길이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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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20\d{2})-(0?[1-9]|1[0-2])-(0?[1-9]|1\d|2\d|3[01])

필수 항목 여부: 예
SlackEntityList

공개 채널, 비공개 채널, 그룹 메시지 및 다이렉트 메시지를 인덱싱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유효한 값: PUBLIC_CHANNEL | PRIVATE_CHANNEL | GROUP_MESSAGE | DIRECT_MESSAGE

필수 항목 여부: 예
TeamId

Slack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팀의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T0123456789.

Slack 워크스페이스 메인 페이지의 URL에서 팀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 Slack에 로그
인하면 기본 페이지의 URL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https://app.slack.com/client/ T0123456789 /... .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64입니다.

패턴: [A-Z0-9]*

필수 항목 여부: 예
UseChangeLog

TRUESlack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서를 결정하려면 Slack 변경 로그를 
사용합니다. Slack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 Kendra가 Slack의 모든 문서를 스캔하는 
것보다 변경 로그를 사용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pcConfiguration

Slack에 연결할 Amazon Virtual Private Cloud에 대한 구성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유형: DataSourceVpcConfiguration (p. 92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1046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vpc-configu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vpc-configu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Slack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Slack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Slack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Slack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Sorting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쿼리에 대한 응답을 정렬하는 데 사용할 문서 속성을 지정합니다. 정렬을 위한 단일 속성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은Sortable 플래그를 로true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mazon Kendra 
Kendra가 예외를 반환합니다.

다음 유형의 속성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 날짜 값
• 롱 밸류
• 문자열 값

다음 유형의 속성은 정렬할 수 없습니다.

• 문자열 목록 값

목차

DocumentAttributeKey

응답을 정렬하는 데 사용된 문서 속성의 이름입니다. Sortable플래그가 true로 설정된 모든 필드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장 속성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 _카테고리
• _생성_날짜
• _마지막_업데이트_날짜
• _버전
• _조회수_수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a-zA-Z0-9_][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예
SortOrder

결과가 반환되어야 하는 순서입니다. 동점일 경우 Amazon Kendra가 결과에 할당한 관련성이 동점 결정
자로 사용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ESC | ASC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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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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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llCorrectedQuery
서비스:Amazon Kendra

맞춤법 수정 제안이 포함된 쿼리입니다.

목차

Corrections

쿼리에서 철자가 틀린 단어 또는 단어를 수정했습니다.

유형: Correction (p. 908)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uggestedQueryText

제안된 맞춤법 수정이 포함된 쿼리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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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llCorrection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제안된 쿼리 맞춤법 수정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안된 맞춤법 수정은 색인된 문서에 나타나는 단어와 수정된 단어가 철자가 틀린 단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능은 특정 기본값 또는 제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제한 및 일부 제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맞춤법 검사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IncludeQuerySpellCheckSuggestions

TRUE쿼리에 대한 맞춤법 수정을 제안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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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l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QueryIdentifiersEnclosingOption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작성할 때 Amazon Kendra가 테이블 및 열 이름에 대한 SQL 식별자를 큰따옴표(“)
로 묶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Kendra는 데이터 원본 구성에 입력된 방식으로 SQL 식별자를 전달합니다. 식별자
의 대/소문자를 변경하거나 식별자를 따옴표로 묶지 않습니다.

PostgreSQL은 따옴표로 묶이지 않은 한 내부적으로 식별자의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이 옵션
을 선택하면 식별자가 따옴표로 묶여 PostgreSQL이 대/소문자를 변환하지 않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이 필드를 로 설정하면ansi_quotes 옵션을 활성화해
야DOUBLE_QUOTES 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DOUBLE_QUOTES | NONE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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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Sql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Sql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Status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싱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DocumentId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DocumentStatus

문서의 현재 상태입니다.

문서가 삭제를 위해 제출된 경우 상태는 문서가 삭제된NOT_FOUND 이후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NOT_FOUND | PROCESSING | INDEXED | UPDATED | FAILED | UPDATE_FAILED

Required: No
FailureCode

오류 원인을 나타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ailureReason

문서를 색인화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색인화를 위해 문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에 이 정보를 사용하여 오류를 수정하십시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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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Statu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Statu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Statu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Statu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Suggestion
서비스:Amazon Kendra

단일 쿼리 제안.

목차

Id

단일 쿼리 제안의 UUID (범용 고유 식별자) 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73자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alue

단일 쿼리 제안의 UUID (범용 고유 식별자) 값입니다.

값은 제안의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유형: SuggestionValue (p. 1056)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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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Sugges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Sugges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Sugges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Sugges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SuggestionHighlight
서비스:Amazon Kendra

단일 쿼리 제안의 텍스트가 강조 표시됩니다.

목차

BeginOffset

응답 문자열에서 강조 표시가 시작되는 0부터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ndOffset

응답 문자열에서 강조 표시가 끝나는 0부터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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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SuggestionHighligh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SuggestionHighligh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SuggestionHighligh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SuggestionHighlight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SuggestionTextWithHighlights
서비스:Amazon Kendra

쿼리 제안 텍스트를 강조 표시할 위치에 대한 텍스트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Highlights

강조 표시해야 하는 쿼리 제안 텍스트의 시작과 끝입니다.

유형: SuggestionHighlight (p. 1054)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ext

사용자에게 표시할 쿼리 제안 텍스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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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SuggestionTextWithHighlight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SuggestionTextWithHighlight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SuggestionTextWithHighlight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SuggestionTextWith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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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Value
서비스:Amazon Kendra

SuggestionTextWithHighlights구조 정보입니다.

목차

Text

쿼리 제안 텍스트와 하이라이트를 포함하는SuggestionTextWithHighlights 구조입니다.

유형: SuggestionTextWithHighlights (p. 1055)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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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SuggestionValu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SuggestionValu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SuggestionValue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SuggestionValue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TableCell
서비스:Amazon Kendra

테이블 발췌문의 테이블 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Header

TRUE테이블 셀을 헤더로 취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Highlighted

TRUE테이블 셀의 신뢰도가 충분히 높고 쿼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값이나 내용을 강조 표시해야 함을 의
미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opAnswer

TRUE테이블 셀의 응답이 상위 답변인 경우 신뢰도 점수가 가장 높거나 쿼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셀 값 
또는 콘텐츠입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Value

테이블 셀 내의 실제 값이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셀에는 연도의 날짜 값이나 텍스트의 문자열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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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TableCell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TableCell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TableCell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TableCel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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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Excerpt
서비스:Amazon Kendra

문서 내 테이블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테이블 발췌문에는 쿼리와 관련된 테이블 셀의 수와 원본 테이블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열 수에 따라 최대 5개의 열과 3개의 행이 표시됩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상위 셀이 다음
으로 관련성이 높은 셀과 함께 표 발췌문에 표시됩니다.

목차

Rows

테이블 발췌문의 행 목록입니다.

유형: TableRow (p. 1059)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otalNumberOfRows

문서에 포함된 행의 수를 나타냅니다.

유형: Integer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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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TableExcerp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TableExcerp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TableExcerpt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TableExcerpt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TableRow
서비스:Amazon Kendra

테이블 발췌문의 행에 대한 정보입니다.

목차

Cells

행에 있는 테이블 셀의 목록입니다.

유형: TableCell (p. 1057)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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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TableRow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TableRow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TableRow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TableRow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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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서비스:Amazon Kendra

인덱스, FAQ 또는 데이터 소스를 식별하는 키/값 쌍의 목록입니다. 태그 키 및 값은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
백 및 _.:/= + - @ 기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목차

Key

........ 키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인덱스, FAQ 또는 데이터 소스에 대해 고유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Value

.......... 값은 빈 문자열일 수 있지만 null일 수는 없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 256.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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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Tag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Tag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Tag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Tag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Template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구성 정보에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기 위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목차

Template

템플릿 스키마가 지원되는 데이터 원본에 사용되는 템플릿 스키마입니다.

데이터 소스 템플릿 스키마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JSON 값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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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kendra/latest/dg/ds-schemas.html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Templat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Templat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TemplateConfiguration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TemplateConfiguration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TextDocumentStatistics
서비스:Amazon Kendra

색인에 인덱싱된 텍스트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IndexedTextBytes

인덱싱된 문서의 전체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나타냅니다.

유형: Long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IndexedTextDocumentsCount

인덱싱된 텍스트 문서 수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0.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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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TextDocumentStatistic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TextDocumentStatistic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TextDocumentStatistic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TextDocumentStatistic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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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WithHighlights
서비스:Amazon Kendra

텍스트와 텍스트를 강조 표시할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Highlights

강조 표시해야 하는 텍스트의 시작과 끝입니다.

유형: Highlight (p. 979) 객체 배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ext

사용자에게 표시할 텍스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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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TextWithHighlight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TextWithHighlight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TextWithHighlights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RubyV3/kendra-2019-02-03/TextWithHighlights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Amazon Kendra

Thesaurus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사전 하나 또는 여러 사전에 대한 요약 정보 배열입니다.

목차

CreatedAt

사전이 생성된 시간의 U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사전의 식별자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사전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사전의 상태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ACTIVE | DELETING | UPDATING | ACTIVE_BUT_UPDATE_FAILED 
| FAILED

Required: No
UpdatedAt

사전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U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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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Cpp/kendra-2019-02-03/Thesauru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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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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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GoV1/kendra-2019-02-03/ThesaurusSummary
https://docs.aws.amazon.com/goto/SdkForJavaV2/kendra-2019-02-03/Thesauru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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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Range
서비스:Amazon Kendra

시간 범위를 제공합니다.

목차

EndTime

시간 범위의 범위의 범위의 끝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rtTime

시간 범위의 범위의 시작에 대한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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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s
서비스:Amazon Kendra

크롤링할 사이트 URL의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안 통신 프로토콜인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를 사용하는 웹 사이트만 크롤링할 수 있
습니다. 웹 사이트를 크롤링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웹 사이트가 크롤링되지 않도록 차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인덱싱할 웹 사이트를 선택할 때 Amazon 이용 정책과 기타 모든 Amazon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인덱싱하거나 인덱싱 권한이 있는 웹 페이지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목차

SeedUrlConfiguration

크롤링하려는 웹 사이트의 시드 또는 시작 지점 URL의 구성입니다.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만 크롤링하거나, 하위 도메인이 있는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 또는 웹 페이지가 연
결되는 하위 도메인 및 기타 도메인이 있는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만 크롤링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0개의 시드 URL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유형: SeedUrlConfiguration (p. 103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iteMapsConfiguration

크롤링하려는 웹 사이트의 사이트 맵 URL 구성입니다.

동일한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에 속하는 URL만 크롤링됩니다. 최대 3개의 사이트 맵 URL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유형: SiteMapsConfiguration (p. 1043)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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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ontext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인덱스의 사용자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은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화된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 회
사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모든 팀이 회사의 일급 기밀 문서에 액세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서
가 모든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극비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특정 사용자 또는 팀 
그룹만 검색 결과에서 이러한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 사용자 토큰
• 사용자 ID, 사용자가 속한 그룹, 그룹이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소스

둘 다 있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목차

DataSourceGroups

해당 데이터 원본의 문서에 대한 그룹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려는 데이터 원본 
그룹 목록입니다.

유형: DataSourceGroup (p. 916)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48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oups

그룹의 문서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려는 그룹 목록입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2048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oken

사용자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기 위한 사용자 컨텍스트 토큰입니다. JWT 또는 JSON 토큰이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만 개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serId

문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기준으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려는 사용자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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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0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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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D 소스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가져오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문서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액세스 권한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가 필터링
되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터링에 유용합니다. 또한 PutPrincipalMappingAPI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그룹에 매
핑할 수 있으므로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자 ID만 제공하면 됩니다.

콘솔에서 Amazon Kendra Kendra와 함께 사용할 IAM ID 센터 자격 증명 소스를 설정하려면 IAM ID 센터 자
격 증명 소스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Amazon Kendra Kendra에서 IAM ID 센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
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IAM 역할을 참조하세요.

Amazon Kendra Kendra는 현재AWS 조직 구성원 계정으로 IAM ID 센터 식별 소스를 사용하
는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관리 계정으로 색인을 생성
해야 사용할 수UserGroupResolutionConfiguration 있습니다.

목차

UserGroupResolutionMode

사용자 및 그룹을 가져오는 데 사용할 ID 저장소 공급자 (모드) 입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현재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드입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려면 사용
자 및 그룹이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AWS_SSO | NONE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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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dentity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사용자 식별자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IdentityAttributeName

이메일과 같은 사용자 식별자가 포함된 IAM Identity Center 필드 이름입니다. 이는 사용자 컨텍스트 필
터링 및 Amazon Kendra 경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Amazon Kendra 켄드라
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를 설정해야 합니다. 문서를 색인으로 수집할 때는 액세스 제어 목록에 
사용자 및 그룹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
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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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Token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토큰에 대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JsonTokenTypeConfiguration

JSON 토큰 유형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형: JsonTokenTypeConfiguration (p. 990)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JwtTokenTypeConfiguration

JWT 토큰 유형 구성에 대한 정보입니다.

유형: JwtTokenTypeConfiguration (p. 991)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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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서비스:Amazon Kendra

쿼리의 문제를 설명하는 경고 코드 및 메시지입니다.

목차

Code

쿼리의 경고 유형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QUERY_LANGUAGE_INVALID_SYNTAX

Required: No
Message

쿼리의 문제를 설명하는 메시지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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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Crawler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Kendra 웹 크롤러에 필요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AuthenticationConfiguration

인증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입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기본 인증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 Secrets Manager에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ttps://a.example.com/page1.html의 
호스트 이름은 'a.example.com'이고 포트는 HTTPS의 표준 포트인 443입니다.

유형: AuthenticationConfiguration (p. 879)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CrawlDepth

크롤링하려는 웹 사이트의 수준 수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수준은 웹 사이트 시드 또는 시작 지점 URL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에 인덱스 수
준 (이 예에서는 시드), 섹션 수준 및 하위 섹션 수준의 세 가지 수준이 있고 섹션 수준 (수준 0~1) 까지만 
정보를 크롤링하려는 경우 깊이를 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크롤링 깊이는 2로 설정됩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0입니다. 최대값은 1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axContentSizePerPageInMegaBytes

크롤링할 웹 페이지나 첨부 파일의 최대 크기 (MB 단위) 입니다.

이 크기(MB 단위)보다 큰 파일은 건너뛰거나 크롤링되지 않습니다.

웹 페이지나 첨부 파일의 기본 최대 크기는 50MB로 설정됩니다.

유형: Float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1.0입니다. 최대값은 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axLinksPerPage

웹 페이지를 크롤링할 때 포함시킬 웹 페이지의 최대 URL 수입니다. 이 수는 웹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
다.

웹 페이지가 크롤링되면 웹 페이지가 크롤링하는 모든 URL도 크롤링됩니다. 웹 페이지의 URL은 표시되
는 순서대로 크롤링됩니다.

페이지당 기본 최대 링크는 100개입니다.

유형: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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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 10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MaxUrlsPerMinuteCrawlRate

1분간 웹 사이트 호스트당 크롤링되는 최대 URL 수입니다.

최소 하나의 URL이 필요합니다.

1분간 웹 사이트 호스트당 크롤링되는 기본 최대 URL 수는 300개입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1. 최대값 30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ProxyConfiguration

웹 프록시를 통해 내부 웹 사이트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구성 정보입니다.

웹 사이트 호스트 이름과 포트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ttps://a.example.com/page1.html의 
호스트 이름은 'a.example.com'이고 포트는 HTTPS의 표준 포트인 443입니다.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은 선택 사항이며 기본 인증이 필요한 웹 프록시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웹 프록시 자격 증명을 저장하려면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사용합니다.

유형: ProxyConfiguration (p. 1002)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rlExclusionPatterns

크롤링할 특정 URL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URL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
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URL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URL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URL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rlInclusionPatterns

크롤링할 특정 URL을 포함시킬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하는 URL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URL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URL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URL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Urls

크롤링할 웹 사이트의 시드나 시작 지점 URL 또는 웹 사이트의 사이트맵 URL을 지정합니다.

웹 사이트 하위 도메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100개의 시드 URL과 최대 3개의 사이트맵 URL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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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통신 프로토콜인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를 사용하는 웹 사이트만 크롤링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크롤링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웹 사이트가 크롤링되지 않도록 차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인덱싱할 웹 사이트를 선택할 때 Amazon 이용 정책과 기타 모든 Amazon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Amazon Kendra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자체 웹 페이지 또는 인덱싱해야 합니다.

유형: Urls (p. 1067) 객체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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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Docs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Amazon WorkDocs 데이터 소스로 연결하기 위한 구성 정보를 제공합니다.

Amazon WorkDocs 커넥터는 오레곤, 버지니아 북부, 싱가포르 및 아일랜드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CrawlComments

인덱스에 문서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키려면 TRUE입니다. 인덱스에 주석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각 주석
이 검색할 수 있는 문서임을 의미합니다.

기본값은 FALSE로 설정됩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clusionPatterns

Amazon WorkDocs 사이트 리포지토리에서 특정 파일을 제외하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치
하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FieldMappings

Amazon Kendra 인덱스 필드 이름에 Amazon WorkDocs 데이터 소스 속성 또는 필드 이름을 매핑하
는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객체의 목록입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를 생성하려면 Amazon 
WorkDocs 필드에 매핑하기 전에UpdateIndex API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데이터 
소스 필드 매핑을 참조하세요. Amazon WorkDocs 데이터 소스 필드 이름은 Amazon WorkDocs 사용자 
지정 메타데이터에 있어야 합니다.

유형: DataSourceToIndexFieldMapping (p. 924) 객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nclusionPatterns

Amazon WorkDocs 사이트 리포지토리에서 특정 파일을 포함시키는 정규식 패턴 목록입니다. 패턴과 일
치하는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됩니다.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파일은 인덱스에서 제외됩니다. 파일이 포함 
및 제외 패턴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외 패턴이 우선 적용되고 파일은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0개입니다. 최대 항목 수는 100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5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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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Id

Amazon WorkDocs 사이트 리포지토리에 해당하는 디렉터리의 식별자입니다.

Active Directory로 이동한 다음 디렉터리(Directories)로 이동하여 AWS Directory Service에서 조직 ID
를 찾을 수 있습니다. Amazon WorkDocs 사이트 디렉터리에는 조직 ID인 ID가 있습니다. 콘솔에서 새 
Amazon WorkDocs 디렉터리를 설정하고 AmazonAWS Directory Service 콘솔에서 디렉터리에 대해 
Amazon WorkDocs 사이트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WorkDocs

유형: String

길이는 12입니다.

패턴: d-[0-9a-fA-F]{10}

필수 항목 여부: 예
UseChangeLog

TRUEAmazon WorkDocs 변경 로그를 사용하여 인덱스에서 업데이트해야 하는 문서를 결정하려면 10
개입니다. 변경 로그의 크기에 따라 Amazon Kendra Kendra가 Amazon의 모든 문서를 스캔하는 것보다 
변경 로그를 사용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WorkDocs 있습니다.

유형: Boolean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다음 데이터 유형이 지원됩니다.

• CapacityUnitsConfiguration (p. 1079)
• Document (p. 1080)
• RescoreExecutionPlanSummary (p. 1082)
• RescoreResultItem (p. 1084)
• Tag (p.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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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UnitsConfiguration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Rescore 실행 계획에 대해 구성된 추가 용량 단위를 설정합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
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사용 요구 사항에 맞게 용량 단위를 추가
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목차

RescoreCapacityUnits

리스코어 실행 계획을 위한 추가 용량입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을 위한 단일 추가 용량 유닛은 초당 0.01개의 리스코어 요청을 제공합니다. 최대 
1,000개의 추가 용량 단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형: Integer

유효한 범위: 최소값 0.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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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OpenSearch (자체 관리) 와 같은 검색 서비스의 문서 정보.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은 이 정보를 사
용하여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매깁니다.

목차

Body

검색 서비스 문서의 본문 텍스트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2048입니다.

패턴: ^\P{C}*$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GroupId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선택적 그룹 식별자입니다. 그룹 식별자가 동일한 문서는 함께 그룹화
되어 서비스 내에서 하나의 문서로 처리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검색 서비스에서 가져온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OriginalScore

검색 서비스의 원본 문서 점수 또는 순위입니다.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은 지능형 검색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문서에 새로운 점수 또는 순위를 부여합니다.

유형: Float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1입니다. 최댓값은 1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Title

검색 서비스 문서의 제목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24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okenizedBody

토큰 또는 단어 목록으로 표시된 검색 서비스 문서의 본문 텍스트입니다. Body또는 을 제공하도록 선택
해야TokenizedBody 합니다. 둘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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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TokenizedTitle

토큰 또는 단어 목록으로 표시된 검색 서비스 문서의 제목입니다. Title또는 을 제공하도록 선택해
야TokenizedTitle 합니다. 둘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유형: 문자열 배열

배열 멤버: 최소 항목 수는 1개입니다.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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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oreExecutionPlanSummary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리스코어 실행 계획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목차

CreatedAt

리스코어 실행 계획이 생성되었을 때의 Unix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Id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조건

패턴: [a-zA-Z0-9][a-zA-Z0-9-]*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Name

리스코어 실행 계획의 이름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000입니다.

패턴: [a-zA-Z0-9][a-zA-Z0-9_-]*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tatus

리스코어 실행 값이ACTIVE 이면 재스코어 실행 계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String

유효한 값: CREATING | UPDATING | ACTIVE | DELETING | FAILED

Required: No
UpdatedAt

리스코어 연결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의 타임스탬프입니다.

유형: Timestamp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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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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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coreResultItem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관련성 점수가 새로 적용된 문서의 결과 항목입니다.

목차

DocumentId

검색 서비스에서 가져온 문서의 식별자입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 2,04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Score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이 결과에 부여하는 관련성 점수 또는 순위입니다.

유형: Float

유효한 범위: 최소값은 -1입니다. 최댓값은 10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아니요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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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서비스:Amazon Kendra Intelligent Ranking

리스코어 실행 계획을 식별하거나 분류하는 키-값 페어입니다. 리스코어 실행 계획은Rescore API 프로비저
닝에 사용되는 Amazon Kendra 인텔리전트 랭킹 리소스입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재채점 실행 계획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키와 값은 유니코드 문자, 숫자, 공백 및 기호 (_.:/+ - @)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차

Key

태그의 키입니다. 키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고유해야 합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는 1입니다. 최대 길이는 128입니다.

필수 항목 여부: 예
Value

태그와 연결된 값입니다. 값은 빈 문자열일 수도 있지만 null일 수도 없습니다.

유형: String

길이 제약: 최소 길이 0. 최대 길이 256.

필수 항목 여부: 예

참고 항목
이 API를 언어별 AWS SDK 중 하나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SDK for C++
• AWS SDK for Go
• AWS SDK for Java V2
• AWS SDK for Ruby V3

일반적인 오류
이 단원에는 모든 API 작업에 대한 일반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AWS서비스. 이 서비스의 API 작업에 대한 오
류는 해당 API 작업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AccessDeniedException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IncompleteSignature

요청 서명이 다음을 준수하지 않습니다.AWS표준.

HTTP 상태 코드: 400
InternalFailure

알 수 없는 오류, 예외 또는 장애 때문에 요청 처리가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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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상태 코드: 500
InvalidAction

요청된 동작 또는 작업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올바로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InvalidClientTokenId

X.509 인증서 또는AWS제공된 액세스 키 ID가 AWS 레코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3
InvalidParameterCombination

함께 사용할 수 없는 파라미터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InvalidParameterValue

입력 파라미터로 잘못된 값 또는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 제공되었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InvalidQueryParameter

이AWS쿼리 문자열이 잘못된 양식이거나 준수되지 않습니다.AWS표준.

HTTP 상태 코드: 400
MalformedQueryString

쿼리 문자열에 구문 오류가 있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4
MissingAction

요청에서 작업 또는 필요한 파라미터가 누락되었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MissingAuthenticationToken

요청은 유효한(등록된) AWS 액세스 키 ID 또는 X.509 인증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HTTP 상태 코드: 403
MissingParameter

지정된 작업에 필요한 파라미터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NotAuthorized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OptInRequired

AWS 액세스 키 ID는 서비스에 대한 구독이 필요합니다.

HTTP 상태 코드: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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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Expired

요청이 요청상의 날짜 스탬프로부터 15분 이상, 또는 요청 만료 날짜(예: 미리 서명된 URL)로부터 15분 
이상 경과한 후 서비스에 도달했거나, 요청상의 날짜 스탬프가 15분 이상 미래입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ServiceUnavailable

서버의 일시적 장애로 인해 요청이 실패하였습니다.

HTTP 상태 코드: 503
ThrottlingException

요청 제한 때문에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HTTP 상태 코드: 400
ValidationError

입력이: 에 지정된 제약에 충족되지 않습니다.AWS서비스.

HTTP 상태 코드: 400

공통 파라미터
다음 목록에는 모든 작업이 쿼리 문자열을 사용하여 Signature Version 4 요청에 서명하는 데 사용하는 파라
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별 파라미터는 그 작업에 대한 항목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명 버전 4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AWS API 요청 서명을 참조하십시오.

Action

수행할 작업입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예
Version

요청이 작성되는 API 버전으로 YYYY-MM-DD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예
X-Amz-Algorithm

요청 서명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해시 알고리즘입니다.

조건: HTTP 권한 부여 헤더 대신 쿼리 문자열에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유형: 문자열

유효한 값: AWS4-HMAC-SHA256

필수 항목 여부: 조건부
X-Amz-Credential

자격 증명 범위 값이며 액세스 키, 날짜, 대상으로 하는 리전, 요청하는 서비스 및 종
료 문자열("aws4_request")이 포함된 문자열입니다. 값은 다음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access_key/YYYYMMDD/region/service/aws4_request.

1087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reference_aws-signing.html


Amazon Kendra 개발자 안내서
공통 파라미터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명된AWS API 요청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HTTP 권한 부여 헤더 대신 쿼리 문자열에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조건부
X-Amz-Date

서명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날짜입니다. 형식은 ISO 8601 기본 형식(YYYYMMDD'T'HHMMSS'Z')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날짜 시간은 유효한 X-Amz-Date 값: 20120325T120000Z.

조건: X-Amz-Date는 모든 요청에서 옵션이지만 서명 요청에 사용되는 날짜보다 우선할 때 사용됩니다. 
날짜 헤더가 ISO 8601 기본 형식으로 지정된 경우 X-Amz-Dat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X-Amz-Date를 사
용하는 경우 항상 Date 헤더의 값을 재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AWS API 요청 서
명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조건부
X-Amz-Security-Token

toAWS Security Token Service (AWS STS) 에 대한 호출을 통해 받은 임시 보안 토큰입니다. 의 임시 보
안 인증 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 목록은 IAM 사용 설명서 의 IAM와 함께AWS 서비스 작동하는 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AWS STS

조건: 의 임시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AWS STS, 보안 토큰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조건부
X-Amz-Signature

서명할 문자열과 파생된 서명 키에서 계산된 16진수로 인코딩된 서명을 지정합니다.

조건: HTTP 권한 부여 헤더 대신 쿼리 문자열에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조건부
X-Amz-SignedHeaders

표준 요청의 일부로 포함된 모든 HTTP 헤더를 지정합니다. 서명된 헤더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명된AWS API 요청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조건: HTTP 권한 부여 헤더 대신 쿼리 문자열에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 파라미터를 지정합니다.

유형: 문자열

필수 항목 여부: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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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AWS 최신 용어는 AWS 일반 참조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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